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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  록 
 

딥러닝과 클라우드 컴퓨팅 기술의 발전으로 인간의 자연어 의미를 

이해할 수 있는 기술이 발전하였고, 사용자의 음성 명령을 인식하여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음성인식 스피커 시장이 성장하고 있다. 

사용자는 음성인식 스피커에 자연어 명령을 하기 위해 먼저 디바이스에 

정의된 키워드를 입력하여야 하며, 이것을 키워드 인식(Keyword 

Spotting) 기술이라 한다. 이 기술은 음성인식 스피커의 대기 소비 

전력과 자연어 처리를 위한 클라우드와의 통신량을 줄일 수 있어 

대부분의 음성인식 기기에 적용되고 있다. 특정 키워드를 인식한 이후 

음악 감상, 검색, 홈 제어, 쇼핑 등의 다양한 서비스가 제공된다. 

 

현재의 키워드 인식 기술은 해당 키워드의 인식률을 높이기 위한 

연구들이 주로 이루어졌고, 이를 통해 다양한 노이즈 환경에서도 높은 

성능을 보이며 제품에 적용되고 있다. 하지만, 음성인식 스피커에는 

하나의 사용자 계정이 등록되어 패밀리 디바이스로 사용됨에 따라 다른 

사용자도 키워드 인식만으로 개인 데이터와 정보에 쉽게 접근할 수 있어 

보안 취약의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다. 이는 개인정보를 기반으로 하는 

쇼핑, 금융 등의 서비스 확대에 문제점으로 지적된다. 이러한 음성인식 

스피커의 개인정보 보호와 개인화 서비스를 위해서는 사용자 

인식(Speaker Recognition) 기술이 필요하게 되었다. 

 

최근 임베디드 디바이스에서도 딥러닝 연산의 최적화를 위한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 기술들이 발전하였다. 이러한 기술의 발전으로 

디바이스 기반의 사용자 인식 시스템은 GPU 가속기를 지원하는 

환경에서 모델 학습이 디바이스 내에서 직접 이루어 지고, 완성된 

모델을 이용하여 사용자 여부를 판단(inference)한다. 이것은 외부의 

네트워크 연결로 인한 제약이 배제되어 사용자 인증의 지연(latency)을 

최소화 할 수 있다. 하지만, 임베디드 시스템의 한정된 시스템 자원과 

학습을 위한 데이터가 희소함에 따른 한계가 존재한다. 이러한 한계를 

해결하기 위하여 본 학위 논문에서는 딥러닝 모델 최적화를 위한 

전이학습(Transfer Learning) 기법과 전 처리를 수행하는 CPU와 모델 

학습을 수행하는 GPU의 데이터 병렬화 기법인 데이터 입력 

파이프라인(input pipeline) 구조를 적용함으로써 디바이스 기반 사용자 

인식 모델 학습 시 전체 학습 시간을 단축하고자 하였다. 

 

딥러닝 학습의 데이터 입력 파이프라인(Data Input Pipeline) 

구조를 설계함에 있어, 전 처리 과정을 수행하는 다중 쓰레드(Thread) 

수가 정의되어야 한다. 하지만, 이는 딥러닝 기반 사용자 인식 모델 

학습의 end-to-end latency 분석이 현실적으로 어렵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다중 Thread를 정의하여야 할지에 대한 예측이 불가능하다. 

만약 너무 적은 수의 Thread로 전 처리 과정을 수행한다면 GPU 

학습을 위한 데이터 셋 전달에 병목현상(bottleneck)이 발생하게 되어 



 

 ii 

GPU 가속기의 idle 상태가 증가한다. 이로 인하여 GPU utilization을 

낮아지게 되고, 결과적으로 전체 학습 시간은 늘어나게 된다. 반면 너무 

많은 수의 다중 Thread를 전 처리에 선정하게 되면, 전 처리 과정을 

빠르게 진행하여 GPU 학습을 위한 충분한 데이터를 전달하게 되지만, 

과도한 다중 Thread로 인한 빈번한 컨텍스트 스위칭(Context 

switch)와 학습 데이터 큐(Training Data Queue)에 접근 경합 등의 

문제를 발생시켜 시스템 자원의 오버헤드(Overhead)를 유발하고 

이것은 GPU 가속기의 학습 지연 문제를 일으킨다. 

 

본 학위논문에서는 제시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적응형 쓰레드 

큐잉(Adaptive Thread Queuing) 알고리즘을 제안한다. 이 알고리즘은 

한정된 시스템 자원을 효율적으로 관리하면서 최적의 학습 속도를 

유지하고자, 학습 과정의 GPU utilization 예측 정보를 기반으로 

런타임에 병목현상과 시스템 오버헤드가 발생할 것을 예측하고, 

알고리즘 수행 정책에 따라 전 처리를 수행하는 다중 Thread의 수를 

동적으로 변경하여 병목현상과 시스템 오버헤드로 인한 학습 과정의 

지연을 단축하는 방법이다. 실험을 통해 제안 알고리즘을 검증한 결과, 

학습 과정에서 CPU의 자원을 효율적으로 사용하면서 모델 학습을 위한 

GPU utilization은 최대로 유지되었다. 그 결과, 제안된 Adaptive 

Thread Queuing 알고리즘은 고정된 수의 다중 Thread 학습법 대비, 

전 처리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지연의 문제를 개선하면서 모델의 

전체 학습 속도가 향상되는 것을 확인하였다. 

 

주요어 : 딥러닝; 사용자 인식; 키워드 인식; 전처리 지연; 데이터 입력 

파이프라인; 

학  번 : 2017-24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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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장 서  론 
 

 

딥러닝 기술의 발전으로 사용자의 자연어 인식을 통해 상호 

대화하는 기기들이 증가하고 있다. 산업계에서는 모바일 폰을 중심으로 

음성인식 기술과 서비스가 적용되었고, 최근에는 클라우드 컴퓨팅 

기술의 발전과 임베디드 디바이스의 성능이 향상됨에 따라 스피커, 

웨어러블 디바이스와 같은 다양한 형태의 제품에 음성인식을 지원하는 

제품들의 시장이 커지고 있다. 사용자는 디바이스에서 음성인식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정의된 키워드를 입력하여야 한다. 이를 

Keyword Spotting(KWS) 기술이라고 하며, 연속되는 사용자의 

발화에서 특정 키워드만을 인식하는 기능을 수행한다. 음성인식 기기는 

키워드가 입력되기 전까지 키워드 인식을 위한 태스크만을 활성화하여 

대기 소비 전력을 줄일 수 있고, 자연어 처리를 위한 클라우드 통신량을 

줄일 수 있어 대부분의 음성인식 기기에 적용되고 있다. 이렇게 키워드 

입력 후 검색, 일정, 날씨, 교통, 음악 재생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쇼핑, 금융 등 다양한 분야의 개인화 서비스로 확장되고 있다. 

 

최신의 Keyword Spotting 기술 역시 DNN(Deep Neural 

Networks)과 다양한 데이터 셋을 활용하여 노이즈(noise) 환경에서도 

높은 정확도(accuracy)의 성능을 보여준다[1][2]. 특히 딥러닝 Image 

classification 영역에서 뛰어난 정확도를 보여주는 CNN(Convolution 

Neural Networks) 모델 기반으로 특정 단어에 대한 입력신호를 

스펙트럼 이미지화하여 기존의 Keyword Spotting 기술 대비 개선된 

성능을 보여주었다[3]. 하지만, 이러한 Keyword Spotting 기술은 

오프라인에서 축적된 방대한 데이터 셋을 이용한 모델을 학습시키고 

최종 모델을 기기에 저장하여 예측(inference)하기 때문에 제조사에서 

정의한 특정 키워드에 대한 인식만 가능할 뿐, 사용자 정의에 의한 

키워드에 대한 인식은 불가능하다. 이러한 이유로 등록된 하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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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정으로 사용되는 디바이스들은 다른 사용자도 키워드 입력만으로 

손쉽게 사용자 계정의 개인 정보에 쉽게 접근할 수 있게 되어, 보안 

위험성의 증대와 개인화 서비스에 제한이 발생한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Keyword Spotting을 이용한 

사용자 인식(Speaker Recognition) 기술들이 개발되고 있다. 사용자 

인식을 위해서는 디바이스를 설치하는 과정에서 사용자 등록을 위한 

목소리 정보의 입력과 학습된 사용자 모델을 기반으로 등록된 사용자 

여부를 판단하는 과정이 수행된다. 특정 키워드를 통한 사용자 인증은 

학습 데이터 셋이 제한되어 있기에, n명의 사용자를 분류하는 Speaker 

Identification 기술보다 한 명의 사용자를 인증하는 Speaker 

Verification 기술에 적합하며, 이는 모델을 binary classification으로 

분류할 수 있기 때문에 모델이 간결하여 임베디드 디바이스에 적용하기 

적합하다. Speaker Verification 기술에도 DNN(Deep Neural 

Neworks)를 적용하여[4][5], 사용자 예측의 정확도를 상당히 높아졌다. 

사용자의 키워드 음성 데이터를 MFCC 필터 기반의 특징 추출(feature 

extraction)된 이미지 맵을 입력 데이터로 학습하여, 기존의 사용자 

인식 기술보다 향상된 성능을 나타낸다[6][7][8]. 

 

Keyword Spotting 기반의 Speaker Recognition은 클라우드 기반 

인증과 디바이스 기반 인증의 두 가지 형태로 구분할 수 있다[9]. 

클라우드 기반의 사용자 인증은 클라우드 컴퓨팅의 높은 성능과 다양한 

데이터를 이용하여 사용자 인증 모델의 학습 인식률을 높일 수 있고, 한 

번의 사용자 인증 등록을 통해 여러 다른 기기에서도 동일하게 인증을 

적용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하지만, 다음과 같은 단점도 존재한다. 

첫째, 빈번하게 요청되는 사용자의 키워드 입력을 처리하기 위해 

클라우드에 지속해서 통신량이 발생하게 되고 이러한 시스템을 운영하는 

기업의 서버 유지 비용이 증가된다. 둘째, 네트워크의 지연에 따른 

사용자 응답성이 떨어지게 되며 네트워크 연결이 불가한 환경에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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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바이스 사용을 할 수 없게 된다. 셋째, 사용자 인증 모델이 서버에 

저장되어 보안 위험의 가능성이 단점으로 존재한다. 이러한 클라우드 

기반 사용자 인증의 단점을 보완하기 위하여 디바이스 기반 사용자 인증 

기술에 대한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다[10][11]. 

 

디바이스 기반 사용자 인증 시스템은 임베디드 시스템 내에서 

학습을 위한 GPU 가속기를 지원하는 경우 사용자 인식 모델의 학습이 

디바이스 내에서 이루어지고 최종 완성된 모델을 Inference 함으로써 

사용자 인증의 지연(Latency)을 최소화할 수 있다[12][13]. 하지만, 

임베디드 시스템의 한정된 자원과 희소 데이터로 모델 학습을 진행함에 

따라, 학습 데이터의 전 처리(pre-processing) 과정에서 지연의 

비율이 증가하며 데이터 전 처리의 지연은 학습을 위한 입력 데이터의 

bottleneck으로 작용하여 GPU 가속기의 utilization을 낮아지게 한다. 

이는 전체적인 사용자 등록을 위한 학습 시간의 지연이 발생하게 된다. 

 

본 논문에서는 디바이스 기반 사용자 인증 모델 개발에 따른 데이터 

전 처리 시 발생하는 지연에 대하여, 데이터 Input pipeline 학습 

구조에서 Adaptive Thread Queuing을 적용하여 사용자 인증 모델의 

학습 시간 단축을 위한 알고리즘을 제안한다. 이와 함께 제안한 

알고리즘의 효용성을 실험적으로 검증한 결과를 제시한다. 본 장의 

나머지 부분은 다음과 같다. 먼저 1절에서는 기존 연구의 흐름 및 

한계를 확인하고, 이를 통해 본 학위 논문의 연구 필요성을 알아본다. 

2절에서는 본 논문의 연구 내용에 관해 설명한다. 마지막 3절에서는 본 

논문의 구성을 설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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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절 연구 동기 
 

 

딥러닝 기술의 발전으로 음성인식 스피커를 통해 사용자의 명령을 

이해하고 서비스를 제공하는 제품의 시장이 커지고 있다. 사용자의 

자연어를 통한 질문에 대한 응답과 음악 재생, 검색, 일정, 날씨 정보 등 

다양한 서비스로 확장되고 있다. 이러한 음성인식 스피커의 대기 

소비전력과 클라우드로 전달되는 명령의 트래픽을 줄이기 위하여 각 

제품만의 키워드 인식(Keyword Spotting)을 사용한다. “OK Google”, 

“Alexa” ①  와 같은 키워드 인식이 성공한 경우 사용자의 음성 명령을 

입력 받는다. 이후 입력된 음성 스트림 데이터를 클라우드로 전달하게 

되고 딥러닝 기술을 기반으로 사용자 명령의 의미 파악과 그에 알맞은 

서비스를 제공한다. 하지만, 이러한 음성인식 스피커는 패밀리 

디바이스(family device)로 사용됨에 따라 다른 사용자의 키워드 

인식만으로 개인 정보를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문제가 발생한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사용자 인식 기술이 필요하다. 이 

기술은 클라우드 기반 기술과 디바이스 기반 기술로 나뉘어 진다. 

클라우드 기반의 사용자 인식 기술은 우수한 컴퓨팅 성능과 다양한 

데이터 셋으로 사용자 인식률이 높게 모델링 할 수 있지만, 빈번한 

사용자 인증 요청으로 인한 서버 유지 비용의 증가와 네트워크 제약으로 

인한 응답성 저하의 문제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최근에는 디바이스 

기반의 사용자 인식 기술에 대한 연구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 

디바이스 기반의 사용자 인식 기술을 적용할 경우 사용자 모델이 

디바이스 내에 존재하여 네트워크에 의한 제약사항의 영향을 받지 않게 

되어 빠른 사용자 예측과 함께 다른 사용자 접근을 제한하여 개인 

정보를 보호할 수 있다. 하지만, 디바이스에서의 한정된 시스템 자원과 

희소한 데이터 셋을 기반으로 학습하는 것은 한계가 존재한다. 이러한 

                                            
① Google사(社)와 Amazon사(社)의 키워드 인식을 위한 음성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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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약사항을 해결하기 위하여, 본 학위 논문에서는 연산의 효율화를 위한 

딥러닝 기법인 전이학습(Transfer Learning) 모델[14]과 데이터 input 

pipeline 기법을 이용하여 전 처리 과정을 수행하는 CPU와 모델 학습을 

수행하는 GPU의 병렬화 연산을 통하여 디바이스 내에서의 학습 과정의 

전체 학습 시간을 단축하고자 한다. 

 

하지만, 딥러닝 학습의 데이터 input pipeline 구조를 최신의 딥러닝 

프레임워크를 사용하여 구현함에 있어 CPU에서 전 처리 과정을 

수행하는 다중 Thread의 수를 고정된 변수로 입력하여야 한다. 이는 

딥러닝 기반 사용자 인식 모델 수행의 end-to-end latency 분석이 

현실적으로 어렵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다중 Thread를 선정하여야 

할지에 대한 예측이 불가능하다. 만약 너무 적은 양의 Thread로 전 

처리 과정을 수행한다면, GPU 학습을 위한 데이터 셋 전달에 

병목현상(bottleneck)이 발생하게 되어 GPU 가속기의 대기(idle) 

상태가 증가한다. 이로 인하여 GPU utilization을 낮아지게 되고, 

결과적으로 전체 학습 시간은 늘어나게 된다. 반면 너무 많은 다중 

Thread를 학습 초기에 선정하게 되면, 전 처리 과정을 빠르게 진행하여 

GPU 학습을 위한 충분한 데이터를 전달하게 되지만 과도한 다중 

Thread로 인한 빈번한 Context switch와 Training Data Queue 접근 

경합 등의 문제를 발생시켜 시스템 자원의 오버헤드(Overhead)를 

유발하고[15], 이것은 GPU 가속의 지연 문제를 야기한다. 

 

본 연구에서는 앞서 설명한 데이터 입력 파이프라인(input 

pipeline) 학습 구조에서의 고정된 Thread로 학습을 진행함에 따른 

런타임에 학습 지연의 예측이 불가능한 문제를 해결하는 Adaptive 

Thread Queuing 알고리즘을 제안한다. GPU 학습 상태를 예측하여 

동적으로 전 처리를 수행하는 Thread의 수를 조절하는 방법이다. 이는 

한정된 시스템 자원으로 학습을 진행하는 디바이스 기반 사용자 인식 

딥러닝 모델에 적용해 그 실효성을 검증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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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절 연구 내용 
 

 

본 연구의 궁극적 목표는 임베디드 시스템에서의 희소한 사용자 

데이터 정보를 기반으로 학습을 수행함에 따라, 전 처리 과정에서 

발생하는 지연에 의한 전체 학습 과정의 end-to-end latency를 

단축하기 위한 실질적인 방안을 제시하는 것이다. 본 학위논문에서는 이 

목표를 달성하는 핵심 수단인 Adaptive Thread Queuing 알고리즘을 

제안한다. Adaptive Thread Queuing 알고리즘은 사용자 인식 모델의 

데이터 input pipeline에서 학습 상태에 따라 en-queuing을 수행하는 

thread의 수를 동적으로 조절하는 방법이다. 이 알고리즘은 Training 

Data Queue 내의 Buffer data가 일정 임계 값의 범위를 벗어났을 때, 

Enqueuer thread의 수를 조절한다. 

 

Adaptive Thread Queuing 알고리즘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다음 세 

가지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전 처리 과정에서 학습 데이터 차원의 축소 

 전 처리 과정에서의 지연 발생을 예측 

 Adaptive Thread Queuing 적용 및 해제 시점 결정 

 

첫 번째 문제는 희소한 사용자 데이터를 임베디드 시스템에서 

학습을 진행함에 따라, 학습 데이터의 차원을 줄여 GPU 가속기에 의한 

학습 연산을 효율화하여야 한다. 본 연구에서는 사용자의 입력된 

음성데이터를 데이터 증대(data augmentation)와 특징 추출(feature 

extraction) 과정에서의 차원축소(dimensionality reduction)를 위하여, 

음성 활성 감지(Voice Activate Detection)와 MFCC ② 데이터의 

                                            
② MFCC(Mel-Frequency Cepstral Coefficients) 인간의 가청 주파수인 중/저

음에 가중치를 둔 필터를 사용하여 변환된 특징 맵 데이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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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기변경(resize)과 색 저감(color distortion) 방법을 적용하였다. 이는 

Enqueuer thread의 수행 단위 함수로 구현된다. 

 

두 번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먼저 전 처리 지연에 대해 

명확하게 정의하고, 이를 시스템적으로 모니터링 할 수 있는 방법을 

제안한다. 본 연구에서는 런타임에 전 처리 지연 정도를 측정하기 위한 

수단으로 Dequeuer thread의 수행상태와 Training Data Queue 내에 

잔여 batch buffer에 대한 정보를 기반으로 하는 측정기를 제안하고 

이를 시스템 컴포넌트로 구현한다. 구체적으로 Queue 내의 잔여 batch 

buffer를 주기적, 비주기적으로 확인하여 batch buffer의 수가 최소 

임계 값 이하가 될 경우, 미래에 전 처리 지연에 의한 

병목현상(bottleneck)이 발생될 것이라 예측한다. 또한, batch buffer의 

수가 최대 임계 값 이상이 될 경우, 미래에 다중 thread에 의하여 

시스템 자원의 오버헤드(overhead)로 효율성 저하가 발생할 것으로 

예측한다. 해당 임계 값은 대상 시스템에서의 실험을 통해 적정 값으로 

선정하였다. 이는 전 처리 지연 예측기 컴포넌트로 구현된다. 

 

세 번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제안하는 알고리즘은 전 처리 

지연에 대한 예측 결과를 사용한다. Adaptive Thread Queuing 적용 

시작 시점은 비주기적으로 Dequeuer thread가 대기(Waiting) 생태의 

경우, 즉시 Enqueuer thread의 수를 증가시켜 학습에 필요한 데이터 

생성의 속도를 증가 시킨다. 또한, 주기적으로 Dequeuer thread가 

데이터를 de-queuing 하는 시점에 예측된 전 처리과정의 bottleneck과 

overhead 상태에 따라 Enqueuer thread의 수를 동적으로 변화 시킨다. 

한편 적용 해제 시점은 Adaptive Thread Queuing의 조건을 만족하지 

않는 경우이다. 제안 알고리즘은 전 처리 지연을 일으키는 경우에만 

적용한다. 이는 Enqueuer thread 조절기 컴포넌트로 구현한다. 

 

본 연구에서는 CPU에 의한 전 처리와 GPU 가속기에 의한 모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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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이 이루어지는 환경에서 다양한 실험을 통해 제안한 Adaptive 

Thread Queuing 알고리즘의 효용성을 검증하였다. 실험에는 

NVIDIA사(社)의 GeForce 940MX GPU와, Intel사(社)의 i5-6200U 

CPU를 사용하였다. 이 시스템의 운영체제로는 Ububtu16.04를 

탑재하였다. 실제 딥러닝 기반의 사용자 인식 모델의 학습 과정을 통해 

다양한 실험을 한 결과, 제안한 알고리즘을 적용한 경우와 그렇지 않을 

때에 비해, 전 처리 지연 단축 기법을 통하여 CPU의 자원을 효율적으로 

사용하면서 GPU 가속기의 utilization을 최대화하여 전체 학습시간이 

줄어드는 것을 확인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제안한 알고리즘은 딥러닝 

학습 시, 전 처리 과정에서 발생하는 지연의 문제를 줄이는 매우 

실용적인 수단임을 보여준다. 

 

 

 

제 3 절 논문 구성 
 

 

본 학위논문의 나머지 부분은 다음과 같이 구성된다. 2장에서는 본 

연구의 내용을 이해하기 위해 필수적인 배경지식과 연구의 기저가 되는 

연구 동향에 대해 살펴본다. 3장에서는 본 연구에서 고려하는 대상 

시스템을 모델링하고 연구를 통해 풀고자 하는 핵심 문제를 명확히 

기술한다. 4장에서는 앞서 설명한 문제에 대한 기술적인 해결 방안을 

상세하게 설명한다. 5장에서는 실질적이고 다양한 실험을 통해 본 

연구에서 제안한 해결방안의 효용성을 보인다. 마지막으로 6장에서는 

결론을 맺고 향후 연구 방안에 대해 정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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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장 배경 지식과 관련 연구 

 

 

본 장에서는 이번 연구의 밑바탕이 되는 배경지식과 기존 산, 

학계의 관련 연구들에 대해 정리하여 소개한다. 먼저 본 연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사전 지식으로 사용자 인식 기술(Speaker Recognition)에 

대하여 설명한다. 이어서 딥러닝 모델을 이용한 키워드 기반의 사용자 

인증 기술을 설명한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와 밀접하게 관련된 임베디드 

디바이스에서 한정된 자원과 학습 지연을 단축하는 연구들의 흐름을 

소개한다. 

 

 

 

제 1 절 사용자 인식 기술(Speaker Recognition) 
 

 

사용자 인식 기술은 그림 1과 같이, Speaker verification과 

Speaker identification 기술로 나누어진다. Speaker verification은 

등록된 한 명의 사용자 여부를 판단하는 기술이며, Speaker 

identification은 입력된 음성을 분석하여 등록된 n명의 인물 중 음성의 

인물을 identification 하는 기술이다. 각 사용자 인식 기술은 미리 

정의된 단어(pre-defined text)에 기반하여 사용자를 구별하는 Text 

dependent model과 미리 정의되지 않은 언어(non-defined text)에 

기반하여 사용자를 구별하는 Text independent model 기술로 구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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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사용자 인식 기술의 분류 

 

Text independent model의 경우, 사용자의 음성에 대한 불특정 

언어를 기반으로 사용자 인식을 수행하여야 하므로 사용자 언어의 

특징을 넓은 범위에서 도출하기 위해 방대한 데이터를 이용한 모델의 

학습이 이루어져야 한다. 반면, Text dependent model의 경우, 사전에 

정의된 특정 언어에 대해서만 사용자 언어의 특징을 도출하면 되기 

때문에 Text independent model 대비 적은 양의 데이터 셋으로 학습이 

가능하다. 본 연구에서는 임베디드 디바이스 내에서 학습의 효율성을 

높이는 것이 목표인 만큼 모델의 간결성을 위하여 Text dependent 

model 기반한 Speaker verification 모델을 개발하고자 한다. 

 

사용자 인식을 위한 과정은 그림 2와 같이 사용자 등록(Speaker 

enrollment)과 등록된 사용자 예측(Speaker verification)하는 두 

단계로 나뉘어 진다. 우선, 사용자 등록 과정은 모델 학습을 위한 

데이터로 사용자 키워드 음성(speaker utterance)을 반복적으로 입력 

받는다. 입력된 데이터는 전 처리(pre-processing) 과정에서 사용자의 

음성 데이터를 사용자의 특징을 분류할 수 있는 다양한 형태의 데이터로 

변형한다. 전 처리 과정은 다음 절에서 상세히 설명한다. 전 처리 

과정을 거쳐 추출된 사용자 특성 데이터는 사용자 모델링 과정을 거친다. 

과거에는 사용자 식별을 위한 기술로 확률에 기반한 사용자 특징 분포를 

모델링 하는 GMM(Gaussian Mixture Model)과 서로 다른 사용자 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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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계를 모델링 하는 SVM(Support Vector Machine) 기술이 주로 

사용되었다. 하지만, 최근에는 이미지 분류와 순차적(Sequential) 언어 

데이터의 학습을 통해 뛰어난 예측 성능을 보여주는 딥러닝(Deep 

Learning) 기술이 사용자 인식 분야에서 많은 연구와 높은 예측 

정확도를 보여주고 있다[16]. 

 

 

그림 2. 사용자 인식을 위한 사용자 등록과 검증 과정 

 

사용자 모델이 완성된 후, 사용자 예측 과정이 이루어진다. 사용자 

키워드의 음성 데이터가 입력되면 전 처리 과정을 동일하게 거쳐 사용자 

특성 데이터로 변환이 된다. 이 특성 데이터를 앞서 생성된 사용자 

모델에 기반하여 등록된 사용자 여부를 예측(inference)하고, 최종 

사용자 여부를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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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절 전 처리 과정(Pre-processing) 
 

 

앞 절에서 설명한 전 처리 과정에 수행되는 기능을 상세하게 

설명한다. 전 처리 과정에는 사용자 모델 학습을 위한 데이터를 

준비하는 과정이다. 이 과정은 구체적으로 음성 활성 감지(Voice 

activate detection), 사용자 데이터 증대(Data augmentation), 사용자 

특징 추출(Feature extraction) 수행으로 나뉘어 진다.  

 

처음으로 전 처리 과정이 수행되기 위하여, 앞서 설명한 사용자 

등록 과정에서 음성 키워드를 반복적으로 입력 받는다. 마이크 I/O 

디바이스로부터 전달된 입력 PCM(Pulse-Code Modulation) 스트림 

데이터를 기반으로 음성 활성 감지 기능을 수행한다. 이것은 사용자의 

음성 유/무를 검출하는 기술이다. 불필요한 무음 데이터(silence 

packets)의 입력 전달을 차단하고 실제 음성이 입력된 경우만 유효 

데이터로 처리하기 때문에 데이터 차원 축소(dimensionality 

reduction)의 효과뿐만 아니라 시스템의 컴퓨팅 자원과 네트워크 

대역폭을 효율화할 수 있다. 

 

다음의 전 처리 과정은 데이터 증대의 수행이다. 제한적으로 입력된 

사용자 데이터는 학습을 진행하는데 충분하지 못하며, 희소한 데이터를 

기반으로 딥러닝 모델을 학습할 경우, 과대 적합(over-fitting) 문제로 

다양성이 떨어지게 되어 학습된 데이터 이외의 변형된 형태로 사용자 

음성이 입력될 경우 최종 사용자 예측의 정확도가 떨어지게 된다. 

이러한 과대 적합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데이터 증대 기능이 반드시 

필요하다. 데이터 증대에는 원음의 특성은 유지하면서 음의 높이(pitch), 

속도(speed)에 대한 변화와 원음에 불특정 노이즈(noise)를 추가하는 

방법으로 다양한 형태의 데이터로 증대시킬 수 있다[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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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 원음의 Pitch를 변경한 데이터 증대 

 

마지막으로 사용자 특징 추출 기능의 수행이다. 사람의 음성 

데이터의 특징을 분류하는 기술은 다양하게 존재한다. 그 중 

MFCC(Mel-Frequency Cepstral Coefficients) 변환 기법은 특징 

추출(Feature extraction) 성능이 우수하여, 대부분의 음성 관련 

시스템에 이용된다. 이러한 MFCC 기법의 특징 추출 과정은 입력된 

음성데이터를 고정된 window 단위의 주파수 프레임 데이터(frequency 

frame data)로 변환하고, 인간의 가청 주파수인 저주파에 가중치를 두어 

필터링(filtering)하여 MFCC vector data를 구성한다. 이렇게 생성된 

MFCC vector data를 연속적으로 연결하면 최종적으로 MFCC 특징 

맵(feature map)의 형태로 변환된다. 

 

MFCC 기법을 통하여 추출된 사용자 특징 맵은 이미지의 형태의 

데이터와 유사하여 다음과 같은 추가적인 방법으로 데이터 증대를 

수행할 수 있다. 크기변경(resize)과 색 저감(color distortion)을 

통하여 차원이 축소된 최종 형태로 데이터를 변환하고 데이터의 

다양성을 위해 자르기(crop)와 회전(rotation)을 불규칙(random)하게 

수행한다. 

 

 

그림 4. 음성 데이터의 MFCC 특징 추출 



 

 14 

 

하지만, 이와 같은 전 처리 과정은 사용자 인식 모델의 학습을 위한 

데이터 생성을 수행하는 반드시 필요한 과정이지만, 많은 연산이 

반복적으로 수행되어 임베디드 디바이스와 같은 한정된 자원의 

시스템에서는 전 처리 수행으로 인한 학습 지연의 비율이 커지게 되는 

문제가 발생한다. 이러한 희소 데이터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하여 희소 

데이터 셋 기반의 딥러닝 학습 기법이 필요하다. 

 

 

 

제 3 절 딥러닝 모델과 학습 구조(Input pipeline) 
 

 

본 절에서는 희소 데이터 셋 기반의 딥러닝 학습 기법인 Transfer 

Learning과 학습 성능의 향상을 위한 input pipeline 구조에 대하여 

알아본다. 먼저 딥러닝은 GPU 가속기의 발전으로 인한 단위 연산 량의 

증가와 방대한 양의 데이터를 기반으로 최근 다양한 분야에서 적용되고 

있는 기술이다. 특히 CNN(Convolutional Neural Network) 모델은 

여러 세부 필터를 이미지 전체에 순차적으로 합성 곱을 수행하여 

이미지의 여러 특징 점을 추출하는 모델링 기법이다. CNN은 이미지 

영상 분석 분야에서 기존의 기법들을 뛰어넘는 성능을 보여준다. 또한, 

RNN(Recurrent Neural Network) 모델은 현재의 내부 상태가 이전 

단계의 내부 상태와 현재의 입력에 영향을 받아 변화하게 되고 이는 

현재의 출력에 영향을 미친다. 이러한 네트워크의 순환적(Recurrent) 

구조는 시간 변화의 전 후 관계의 특징을 모델링 할 수 있어, 음성 처리 

분야에서 우수한 성능을 보여준다. 

 

이어서, 딥러닝 기반 사용자 모델링(Speaker Modeling)의 

동작방식에 대하여 알아본다. 사용자 인식 모델을 위하여 심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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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경망(Deep Neural Network)을 구성한다. 이 네트워크는 입력 층을 

통하여 입력된 데이터를 다양한 깊이의 은닉 층(hidden layer)을 거쳐 

특징을 추출하게 되고, 출력 층(output layer)에서 최종 결과를 

예측한다. 모델 학습 과정에서 입력 데이터를 네트워크의 입력 층에 순 

전파(feedforward)하고, 최종 출력 값과 해당 입력의 라벨을 비교하여 

오류의 정도를 나타내는 손실 함수(loss function) 값을 구한다. 손실 

함수의 차이 정도를 네트워크에 역 전파(backpropagation)하여, 각 

층(layer)의 weight, bias의 값의 점차적인 최적화를 진행하며 사용자 

모델의 학습을 수행한다. 

 

하지만, 사용자 인식 모델을 임베디드 디바이스에서 모든 층의 

네트워크를 학습하기에는 한정된 시스템 자원과 희소한 데이터 셋으로 

학습하기에는 제약이 따른다. 이러한 제약사항을 대응하기 위한 딥러닝 

모델의 학습 기법으로 전이학습기법(Transfer Learning)이 사용된다. 

 

전이학습기법(Transfer Learning)은 사전 학습된(pre-trained 

model)을 사용하여 새로운 모델의 학습을 빠르게 수행할 수 있다. 

그림5는 전이학습기법의 네트워크 구조를 나타낸다. 사전 학습된 모델의 

특징추출(feature extraction)을 위한 Convolution 층은 유지하면서 

종단의 분류기 층(classification layer) 모델만 신규 학습하는 방법이다. 

이는 Convolution 층의 미리 학습된 weight, bios 값은 유지를 하면서 

분류기 층의 weight, bios 값만을 최적화하는 방식이다. 새로 훈련할 

데이터가 적지만 원본 데이터와 유사할 경우 사용하며, 이 과정을 

통하여 신규 데이터를 기반으로 분류기 층만을 학습함에 따라 기존의 

특징 추출 성능의 정확도는 유지하면서 Full Training 방법보다 연산 

량이 줄어 학습 시간을 단축할 수 있다. 높은 정확도와 컴퓨팅 자원 

효율화의 장점이 있어 임베디드 시스템에서의 학습 기법으로 유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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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 Transfer Learning 학습 기법 구조 

 

이어서, 딥러닝 모델 학습 과정의 input pipeline 구조에 대하여 

설명한다. 딥러닝 학습은 Batch 데이터 처리 방식의 학습법과 Input 

pipeline 데이터 처리 학습법으로 나뉘어 진다. Batch 데이터 처리 

방식은 전체 데이터 셋을 메모리에 로드하여 학습을 수행한다. 이 경우 

임베디드 시스템과 같은 제한된 메모리 용량의 시스템은 제약 사항이 

발생한다. 또한 데이터 로드를 수행하는 CPU와 학습을 수행하는 GPU 

가속기 간의 데이터 전달이 순차적 진행되어 CPU에서 다음 단계의 

Batch 데이터를 준비하는 동안 GPU 가속기는 idle 상태를 유지하여, 

GPU utilization이 떨어지게 된다. 이러한 학습 성능을 개선하기 위하여, 

Input pipeline 구조의 데이터 처리 기법이 사용된다. 그림 6과 같이 

다수의 Enqueuer Thread는 입력된 사용자 데이터를 병렬적으로 전 

처리 과정을 수행하고 Queue에 데이터를 쌓게 된다. 이와 동시에 

학습을 위한 데이터를 로드(load)하는 Dequeuer Thread는 Queue에 

쌓인 데이터를 mini-batch만큼 가져와 모델 학습을 위한 GPU 

가속기에 데이터를 전달한다. 이러한 input pipeline을 통해서, CPU와 

GPU는 병렬적으로 각자의 역할을 수행하며 input pipeline에 대한 

병목현상을 최소화할 수 있다. 하지만, input pipeline 구조는 다음과 

같은 설계 시 고려사항을 반영하지 않으면 오히려 학습 효율이 떨어지게 

된다. 다중 Thread 관리, Queue 접근 경합 문제, I/O 오버헤드와 같은 

설계에 주의를 기울여야 하며, 본 연구에서 해결하고자 하는 주요 

문제점인, 런타임에 전 처리를 수행하는 다중 Thread의 부족 시, 

발생하는 input pipeline의 병목현상(bottleneck)과 너무 과도한 다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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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read에 의하여 발생하는 시스템 오버헤드(overhead) 문제는 

이어지는 3장에서 상세하게 기술한다. 

 

 

그림 6. 딥러닝 학습 과정의 데이터 input pipeline 구조 

 

 

 

제 4 절 관련 연구 
 

 

본 절에서는 임베디드 디바이스에서의 사용자 인식 모델의 구현을 

위하여 연구된 기존 기법들을 소개한다. 우선 사용자 인식 기술은 그림 

7과 같이 기능을 수행하는 주체에 따라, 클라우드(Cloud) 기반 기술과 

디바이스 기반 기술로 나눌 수 있다. 먼저 클라우드 기반 기술은 높은 

클라우드 컴퓨팅 성능과 다양한 데이터를 활용한 모델 학습이 가능하며, 

한 번의 사용자 등록과정을 통하여, 사용자 인식 모델이 클라우드에 

생성되고, 다양한 기기에서 클라우드에 접근하여 사용자 인증 기능을 

제공한다[18]. 하지만, 다음과 같은 제약사항이 존재한다. 클라우드에 

빈번하게 사용자 인증 요청에 따른 통신 트래픽이 증가하게 되어, 

시스템을 운영하는 기업의 서버 유지 비용이 증가하게 된다. 또한 

네트워크 환경에 따른 지연 발생 시, 사용자 응답성이 저하되며, 

오프라인 상태에서는 사용자 인식의 기능이 동작 불가하다. 이러한 

클라우드 기반 사용자 인증의 단점을 보완하기 위하여, 디바이스 기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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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자 인증 기술에 대한 필요성이 증가하고 있다. 

 

디바이스 기반 사용자 인증은, 사용자 인식을 위한 모델이 

디바이스에 생성되고 사용자 예측과정에서 네트워크에 의한 제약사항을 

고려하지 않기 때문에 빠르게 사용자 예측을 수행할 수 있다. 하지만, 

사용자 모델 학습을 위한 데이터가 희소한 환경과 한정된 시스템 

자원으로 학습 처리 지연(processing latency)이 발생한다. 이러한 처리 

지연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최근 연구 동향에 대하여 설명한다. 

디바이스의 딥러닝 연산 효율화를 위한 다양한 연구가 개발되었다. 그 

중 Model optimization과 Input pipeline optimization 기술에 대하여 

상세히 알아보도록 한다. 

 

 

 

그림 7. Speaker Recognition 기술 분류 

 

임베디드 디바이스에서의 딥러닝 연산 효율화를 위하여, 모델 

최적화(Model optimization)에 대한 연구들이 이루어졌다. 우선 여러 

최신 딥러닝 프레임워크에서는 임베디드 디바이스에서 최적화된 딥러닝 

프레임워크를 별도로 제공한다. Tensorflow-Lite, CoreML, Caffe2 

등이 이에 해당하며, 기존 프레임워크에서 사전에 학습된 모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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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라미터를 최적화하여 임베디드 디바이스를 위한 모델의 크기로 

줄여준다. CPU의 float-point와 fixed-point 연산 최적화 및 모바일 

GPU에서 가속 연산을 지원하여 최적의 성능을 제공하고 있다. 하지만, 

아직까지는 모델 예측(inference)을 위한 최적화 기능만을 

프레임워크에서 제공하고 있으며, 추후 임베디드 디바이스에서의 모델 

학습(Training) 최적화 기술도 지원할 계획이다. 

 

또한, MobileNets은 임베디드 디바이스에서 비전(Vision)을 위한 

응용 개발에 적용하기 위한 최적화된 모델이다. 기존 모델 대비 적은 

파라미터와 간결한 아키텍처를 강점으로 경량의 DNN 네트워크를 

구성하여, 높은 정확도를 달성하였다[19]. 앞서 설명한 전이 학습 

기법(Transfer Learning)도 Model optimization 기법의 하나다. 사전에 

학습된 모델의 특징 추출 층은 유지하면서 신규 데이터를 이용한 종단의 

분류 층만의 학습을 진행함으로써 모델 학습을 위한 파라미터의 수를 

줄여 학습 속도를 단축할 수 있으며, 기존의 특징 추출 성능을 그대로 

가져올 수 있기 때문에 임베디드 디바이스의 연산 효율화를 위한 효과적 

기술이다. 

 

딥러닝 학습의 데이터 input pipeline의 최적화 기법에 대해서도 

다양하게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 우선 CPU에서 진행하는 전 처리 

수행을 idle 상태의 GPU에서 수행하는 방식이다. 하지만, 이러한 

시도는 GPU가 전 처리를 시도하는 경우 전 처리 단계에서의 GPU에 

메모리를 추가로 할당해야 하고, 전 처리와 학습을 전환하는 과정에서의 

지연이 발생하여 결과적으로 학습을 위한 GPU utilization의 저하가 

나타날 수 있다. 추가로 Multi-GPU와 분산 시스템에서의 학습 병렬화 

기법들 또한 input pipeline 최적화에 대한 연구들이다 

[20][21][22][23]. 하지만, 본 연구에서는 단일 GPU 시스템을 목표로 

하기 때문에, 시스템 내부에서 input pipeline의 지연 요소에서 대한 

문제를 풀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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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3 장 문제 설명과 해결 방안 개관 
 

 

본 장에서는 이번 연구에서 풀고자 하는 문제를 명확하게 정의하고, 

정의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해결 방안을 개략적으로 설명한다. 앞서 

언급한 것처럼 본 연구는 학습 데이터의 전 처리 과정에서 지연의 

문제를 해결하는 기법을 제안한다. 본 장은 다음과 같이 구성된다. 

1절에서는 제안 솔루션을 적용할 대상 시스템을 모델링하고, 2절에서는 

본 연구에서 해결하고자 하는 문제를 상세히 설명한다. 마지막으로 

3절에서는 제안하는 기법에 대하여 간략히 개관한다. 

 

 

 

제 1 절 시스템 모델 
 

 

본 절에서는 이번 연구에서 논의하기 위한 타겟 시스템 모델을 

설명한다. 최근 사용자 데이터에 기반한 맞춤형 모델을 디바이스 내에서 

학습하려는 요구가 증가하고 있으며, 이에 맞추어 임베디드 

디바이스에서의 딥러닝 연산 효율화를 위한 다양한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다. 본 연구의 대상 시스템은 딥러닝 모델의 학습 과정에서 I/O 

intensive 한 전 처리(pre-processing)를 수행하는 CPU와 딥러닝 

학습의 Computationally intensive 한 연산을 담당하는 GPU 가속기로 

구성되는 시스템이다. 학습 과정에서 사용자 응답성을 고려한다면, GPU 

가속기를 통한 학습이 필요하다. 최근 임베디드 시스템에서도 모바일 

GPU에서 딥러닝 연산을 위한 장치들의 개발이 증가하고 있다[24]. 

 

본 연구에서는 사용자의 음성 키워드에 기반한 사용자 인식 모델의 

생성이 필요하다. 하지만, 학습을 위하여 필요한 데이터 셋은 기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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딥러닝 연구와 같이 이미 가지고 있는 데이터를 기반으로 학습을 

진행하는 것이 아니라, 사용자 등록과정에서 실시간으로 입력되는 

사용자 키워드 데이터를 기반으로 학습을 진행하여야 한다. 이러한 

실시간으로 생성되는 데이터를 학습하기 위한 방법으로 input pipeline 

을 이용한 데이터 생성과 학습에 대한 연산을 병렬화 하는 기법의 

사용이 효과적이다. 

 

음성 인식 스피커의 사용자 인지 모델 학습의 Input pipeline을 

통한 학습 과정을 상세히 알아보기 위하여, 먼저 음성인식 스피커의 

시스템을 구성하는 계층화된 소프트웨어와 데이터 흐름도에 대해 간략히 

설명한다. 

 

 

그림 8. 음성 인식 스피커의 계층화된 소프트웨어 구조 

 

음성인식 스피커에서 keyword spotting을 위한 별도의 하드웨어인 

DSP로 구성되는 시스템도 존재하지만, 본 연구의 목적은 딥러닝 기반의 

keyword spotting과 함께 사용자 인지를 수행할 수 있는 서비스의 

개발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림 8과 같은 음성인식 스피커의 계층화된 

소프트웨어 구조로 나타낸다. 이 시스템은 리눅스 커널(Linu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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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ernel)의 디바이스 드라이버를 통해 마이크(MIC) I/O 디바이스를 

구동하며, PortAudio ③ 라이브러리를 사용하여 등록된 콜백(callback) 

함수를 통하여, 마이크 디바이스로부터 PCM 스트림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전달받는다. 전달된 PCM 데이터는 사용자 모델의 학습을 

위한 학습 데이터로 전 처리(pre-processing) 과정을 거친다. 이 

과정에서는 FFmpeg library가 사용된다. FFmpeg은 주로 음성인식 

스피커의 미디어 프레임워크의 디코딩 플러그인 라이브러리 사용되지만 

해당 라이브러리는 오디오 데이터에 대한 리샘플링(re-sampling)을 

지원하기 때문에 데이터 증대를 위한 목적으로 음의 높이(pitch), 음의 

속도(speed)를 변화시켜 본 음의 특성은 유지하면서 다양한 데이터 

셋으로 증대 시킨다. 프레임워크 레이어(Framework layer)는 딥러닝 

모델의 학습(training)과 학습된 모델 기반하여 예측(inference)을 

수행하는 기능을 제공한다. 다양한 최신의 딥러닝 프레임워크들이 

존재하지만, 본 연구에서는 Tensorflow를 사용하였다. 학습 시간의 

단축을 위하여 사전학습모델(Pre-trained Model)을 기반으로 사용자 

모델을 재 학습하기 때문에, 모델의 범용성과 input pipeline 구조의 

구현을 위한 FIFOQueue, QueueRunner, Coordinator 클래스를 

지원하기 때문이다[25]. 또한, 임베디드 디바이스를 위한 low latency와 

small binary size를 지원하는 Tensorflow-Lite와 호환되기 때문에, 

추후 연구의 확장성을 고려한 선택이다. 서비스 계층(Service 

layer)에서의 Voice Assistant Service는 클라우드 기반의 자연어 

처리와 서비스를 제공하는 에이전트(Agent) 서비스이며, Speaker 

Verification 서비스를 통한 사용자로 인식 이후 활성화 상태가 된다. 

이번 프로젝트의 개발 범위는 딥러닝 기반 keyword spotting과 사용자 

인식을 실제적으로 수행하는 Speaker Verification 서비스의 개발이다. 

 

본 연구의 대상 시스템은 디바이스 내에서 사용자 인식을 위한 

                                            
③ PortAudio : Recording or playing sound using a callback interface. 

Support real-time AP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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딥러닝 모델에 기반하여 학습을 수행하는 시스템이다. 그림 9는 이와 

같은 시스템의 데이터의 흐름도를 설명한다.  

 

 

그림 9. 디바이스에서의 사용자 인식모델 학습 시스템 

 

딥러닝 기반 모델의 학습 과정은 Extract, Transform, Load의 세 

과정으로 나뉘어 진다. Extract는 메모리와 I/O 디바이스에서 학습을 

위한 raw 데이터를 읽는 과정이며, Transform은 raw 데이터를 학습 

모델의 입력 형태로 변형을 하기 위하여 전 처리를 수행하는 과정이다. 

Extract와 Transform의 수행은 앞서 설명한 바와 같이 I/O intensive 

한 작업이기 때문에 CPU에서 이루어진다. 마지막으로 Load 과정은 

Transform 된 데이터를 GPU 가속기에 전달하여 실제적인 사용자 인식 

모델 학습의 기능을 제공한다. 학습 모델은 디바이스 내에서의 학습 

시간의 단축과 예측의 정확도를 높이기 위하여, 사전학습모델(Pre-

trained model)을 기반으로 모델의 종단 분류기(classification) 

네트워크만 재 학습을 수행하는 Transfer Learning 기법을 사용하여 

최종의 사용자 인식 모델(Speaker model)을 완성한다. 

 

사용자 예측과정은 실시간으로 입력되는 사용자의 키워드 입력을 

Extract 하여 사용자 인식 모델의 입력인 MFCC 특징맵(feature 

map)으로 변환하는 Transform 과정을 거쳐, 최종 Speaker model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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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자 인증(Speaker Verification)을 수행한다. 등록된 사용자로 

예측된 경우 Voice Assistant Service를 활성화하고 사용자의 자연어 

명령을 받을 수 있는 모드로 대기한다. 

 

 

그림 10. Input pipeline 적용과 학습 데이터 처리 비교 

 

모델 학습의 과정에서 학습 성능을 최적화하기 위하여 Input 

pipeline 기법을 사용한다. 이 기법은 그림 10과 같이 CPU를 이용한 

학습데이터 준비(Preparation)와 GPU에서의 실제 학습(Training)을 

병렬적으로 진행하며 GPU의 학습 단계 N 의 진행상태에, CPU는 N+1의 

학습 단계 데이터를 미리 준비하여, GPU 가속기의 idle time을 최소화 

함으로써 전체 학습 시간을 단축시키는 방법이다. Input pipeline을 

적용하지 않은 모델의 학습 과정은 학습데이터 준비(Preparation)와 

실제 학습(Training)이 순차적으로 진행되며, CPU와 GPU의 idle 

time의 증가로 전체 학습 시간이 증가하게 된다. 이와 같이 임베디드 

디바이스에서 학습의 효율성과 학습 성능 향상을 위하여, Input pipeline 

기법은 효과적인 수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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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절 문제 설명 
 

 

본 연구에서 제안하는 임베디드 시스템에서 딥러닝 기반 사용자 

인식 모델의 학습 지연 단축을 위한 Adaptive Thread Queuing 

알고리즘이 해결하려는 전 처리 지연에 대한 문제를 명확히 정의한다. 

이를 위하여 먼저 임베디드 시스템에서 발생하는 전 처리 지연에 의한 

상황을 정의한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에서 풀어야 할 문제를 구체적으로 

세분화한다. 

 

앞 절에서 설명한 Input pipeline은 효과적인 학습과 성능향상을 

위한 방법이지만, 임베디드 시스템과 같이 한정된 시스템 자원에서 학습 

데이터 준비(Preparation) 과정의 비율은 늘어날 수밖에 없다. 앞서 

설명한 그림 10의 Input pipeline이 적용된 모델에서도, CPU에서의 

준비과정이 길어지게 되면, GPU 가속기 학습 단계 N 과 N+1 사이의 

idle 간격은 늘어지게 되어 GPU utilization의 하락과 전체 학습 시간의 

지연이 발생하게 된다. 이 현상이 본 연구에서 풀고자 하는 핵심 

문제이다. 문제 정의와 함께 해당 문제를 자세히 분석하도록 한다. 

 

 

그림 11. Input pipeline 구조의 상세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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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1은 input pipeline 구조를 이용한 딥러닝 학습의 상세 

구성을 설명한다. 앞서 설명한 학습데이터 준비(Preparation)는 

Extract와 Transform을 수행하는 과정이다. 이 전 처리 과정의 수행 

주체는 CPU에서 동작하는 Enqueuer thread들의 집합이다. Dequeuer 

thread는 Training Data Queue 내의 batch data의 수만큼 GPU 

가속기에 Load하고 GPU 가속기는 사용자 인식 모델 학습(Training)을 

수행한다. 

 

정의 1. (INPUT PIPELINE STRUCTURE) 병렬화 수행을 위한 데이터 

구조인 Training Data Queue를 통하여 Enqueuer thread와 Dequeuer 

thread 간의 input pipeline 형성하며, 이것은 어플리케이션의 성능 

최적화 기능을 제공한다. 

 

본 연구에서는 Training Data Queue에 처리되지 않고 남아 있는 

데이터를 Batch buffer라고 명명한다. Batch buffer는 이후 Adaptive 

Thread Queuing 기법의 기준이 되는 metric으로 사용된다. 이어지는 

4장에서 상세히 설명하도록 한다. 

 

정의 2. (ENQUEUER THREAD) 사용자 음성 데이터 셋을 전 처리 후 

Training Data Queue에 학습을 위한 사용자 특징 데이터를 en-

queuing을 수행하는 다중 thread들의 집합. ENQUEUER THREAD에 의하여 

N 번째 batch data를 준비하는데 소요되는 시간을 P(N) 이라 정의한다. 

 

정의 3. (DEQUEUER THREAD) Training Data Queue에서 학습을 위한 

사용자 특징 데이터 셋을 batch data만큼의 양을 주기적으로 딥러닝 

프레임워크를 통해 GPU 가속기로 로딩을 수행하며, N 번째 batch 

data가 GPU에서 학습에 소요되는 시간을 T(N) 이라 정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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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4. (PRE-PROCESSING LATENCY PROBLEM) 임베디드 시스템에서의 

input pipeline 상의 전 처리를 수행하는 Enqueuer thread의 수에 따라 

발생하는 전 처리 지연에 의한 병목현상(bottleneck)과 시스템 자원의 

오버헤드(overhead)로 전체 학습 시간이 증가하는 현상. 

 

1) 병목현상(Bottleneck): 적은 수의 Enqueuer thread로 인한 전 

처리 지연 

- 디바이스 I/O에 의한 지연 

- 데이터 증대 연산 지연 

- 특징 추출 변환 연산 지연 

 

2) 시스템 오버헤드(Overhead): 많은 수의 Enqueuer thread로 

인한 시스템 효율성 저하 

- 빈번한 Context switch 

- Queue 접근 경합 

 

전 처리 지연의 문제는 그림 12와 같이 병목현상과 시스템 

오버헤드에 의한 지연으로 나눌 수 있다. 우선 병목현상은 전 처리를 

수행하는 Enqueuer thread를 적게 설정하였을 때 발생한다. 학습데이터 

생성을 위한 Task가 작다는 의미는 Batch data를 생성하는 P(N)의 수행 

시간이 길어짐을 의미한다. 이로 인한 GPU 가속기의 대기(idle) 시간이 

늘어나게 되어 GPU utilization은 낮아지게 된다. 결과적으로 전체 학습 

시간은 길어진다. Bottleneck에 의한 지연 시간은 B(N) = P(N+1) – T(N) 이며, 

B(N) 을 minimize함으로서 병목현상에 의한 지연 시간을 최소화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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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2. Input pipeline에서의 전 처리 지연 문제 정의 

 

시스템 오버헤드의 상황은 전 처리를 수행하는 Enqueuer thread를 

과도하게 설정하였을 때 발생한다. 학습데이터 생성의 Task가 많다는 

의미는 Batch data를 생성하는 P(N) 의 수행시간이 짧아짐을 의미하지만, 

이로 인한 빈번한 Context switch과 Queue 접근 경합 문제가 발생하여, 

시스템 자원의 효율이 낮아지게 되고 GPU 가속기의 Batch data에 대한 

학습시간의 지연이 발생한다. 시스템 오버헤드 시간은 O(N) = 

T_OVERHEAD(N) – T_NORMAL(N) 이며, O(N) 을 minimize함으로서 시스템 

오버헤드에 의한 지연 시간을 최소화 하여야 한다. 

 

PRE-PROCESSING LATENCY PROBLEM 현상이 발생하는 주요 원인은 

실제 임베디드 시스템에서 수행하는 학습 연산에 대하여, 전 처리 

과정의 수행시간 P(N)과 학습 과정의 수행시간 T(N)의 예측이 어렵기 

때문이다. 또한, 현재의 딥러닝 프레임워크에서 지원하는 input pipeline 

상의 Enqueuer thread 수는 고정된 입력 값만을 설정할 수 있으며, 

초기에 설정 thread 수가 학습시간에 어떠한 결과로 나타날지 예상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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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렵기 때문이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본 연구는 Adaptive Thread 

Queuing 알고리즘을 통하여, 현재 시스템의 딥러닝 학습 과정에서 

런타임에 병목현상(Bottleneck)과 시스템 오버헤드(Overhead)가 

발생할 것을 예측하여, Enqueuer thread의 수를 동적으로 변경함으로 

전 처리 지연의 문제를 단축하는 기법을 제안한다. 

 

 

 

제 3 절 해결 방안 개관 
 

 

앞 절에서 정의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본 논문에서 제안하는 

Adaptive Thread Queuing 알고리즘에 대해 개관한다. 이 알고리즘은 

세 개의 핵심 컴포넌트들로 구성된다. 이들 각각은 앞서 정의한 세부 

문제들을 해결한다. 세 가지 핵심 컴포넌트들은 다음과 같다. 

 

 Enqueuer thread 수행 단위 함수 

 Adaptive Thread Queuing 시점 예측기 

 Adaptive Thread Queuing 방법 결정기 

 

각각의 역할을 간단히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먼저 Enqueuer 

thread 수행 단위 함수는 전 처리 과정에서 각 Thread의 학습 

데이터를 효율적으로 생성하기 위한 함수이다. 본 연구의 최종적인 

사용자 인식 모델을 완성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학습된 모델(pre-

trained model)을 기반으로 새롭게 사용자 모델을 최적화하기 위하여 

사용자 데이터가 필요하다. 하지만, 사용자 등록 과정에서 몇 번의 음성 

입력만을 이용하여 모델학습을 수행하는 것은 충분하지 않다. 이러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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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수행 단위 함수는 사용자 음성 데이터 

증대(data augmentation)와 특징 추출(feature extraction)의 두 

가지의 역할을 수행한다. 사용자 음성 데이터 증대를 통하여 다양한 

형태의 데이터로 사용자 인식 모델의 과대 적합(over-fitting)을 방지할 

수 있고, 사용자 음성의 특징 추출된 데이터는 모델 학습 과정의 최종 

입력 데이터로 사용자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모델의 기준이 된다. 

이러한 수행 단위 함수는 사용자 모델 학습을 위하여 반드시 필요한 

기능을 수행하며, 입력 데이터의 차원축소(dimensionality reduction)를 

통해 GPU 가속기의 학습을 위한 파라미터를 효율화하여 전체 학습 

시간을 단축할 수 있다. 

 

이어서 Adaptive Thread Queuing 시점 예측기는 전 처리 지연으로 

인한 병목현상과 시스템 자원의 오버헤드 발생이 예상될 때, Adaptive 

Thread Queuing 적용 시점을 결정한다. 이를 위한 예측은 Dequeuer 

thread의 수행 상태와 input pipeline 상의 Training Data Queue에 

존재하는 잔여 batch buffer를 보고 판단한다. 두 가지 조건은 비주기적, 

주기적 시점에 확인한다. 비주기적으로 Dequeuer thread가 학습 데이터 

부족으로 대기(Waiting) 상태인 경우는 현재 병목현상으로 학습 지연 

상태임을 즉시 판단하며, 주기적으로는 Dequeuer thread가 de-

queuing 상태에 있지만, batch buffer의 수가 최소 임계 값 이하가 될 

경우 미래의 병목현상으로 인한 지연을 예측하여, Adaptive Thread 

Queuing 증가를 위한 Enqueuer thread 수의 증가 시점으로 판단한다. 

또한, Dequeuer thread가 de-queuing을 수행하고 있지만, batch 

buffer의 수가 최대 임계 값 이상이 될 경우 증가된 다중 thread들에 

의하여 시스템 자원의 오버헤드를 예측하여, Adaptive Thread Queuing 

감소를 위한 Enqueuer thread의 수의 감소 시점으로 판단한다. Batch 

buffer의 수가 최소 임계 값과 최대 임계 값 사이에 존재 할 때는, 

Adaptive Queuing을 수행하지 않고 현재의 Enqueuer thread 수를 

유지하며 Queuing 상태를 유지한다. 이유는 해당 상태가 inpu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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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ipeline을 통한 모델 학습 과정에서 병목 현상과 시스템 오버헤드에 

의한 지연이 발생하지 않는 최적의 상태를 의미하기 때문이다. 

 

마지막으로 Adaptive Thread Queuing 방법 결정기는 사용자 모델 

학습이 시작될 때, Enqueuer Thread의 수를 최대치로 증가 시킨다. 

이는 학습을 위한 사용자 데이터가 실시간으로 입력되기에, 최초의 학습 

batch data가 존재하지 않으며 앞서 설명한 비주기적 시점의 Dequeuer 

thread는 대기(Waiting) 상태가 된다. 이를 위해 최대한 빠르게 초기 

학습 데이터를 생성하여야 하기 때문이다. 이후 Adaptive Thread 

Queuing 시점 예측기에 의해 전달된 조건에 따라 Enqueuer thread의 

수를 동적으로 변경하며 학습 종료 때까지 시점 예측기의 정보에 따라 

Adaptive Thread Queuing을 수행한다. 

 

 

그림 13. Adaptive Thread Queuing 알고리즘의 전체 구조 

 

그림 13은 Adaptive Thread Queuing 알고리즘의 전체 구조를 

보여준다. 여기에는 앞서 설명한 세 가지 핵심 컴포넌트와 음성 입력 

처리기(Voice Input Handler)가 있다. 음성 입력 처리기는 

학습(Training)과정과 예측(Inference)과정에서 사용자의 음성이 

입력된 경우에 대해서만 음성 처리를 수행하도록 Voice Activ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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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tection의 역할을 수행한다. 이 컴포넌트의 구현은 사용자 음성 신호 

입력 시, 마이크(MIC) 장치로부터 전달된 프레임 데이터 

진폭(Amplitude)의 임계 값 이하 데이터는 처리하지 않는다. 이를 통해 

사용자의 음성 유/무를 검출하여 불필요한 무음 데이터(silence 

packet)에 대한 처리를 차단하고, 컴퓨팅 자원과 네트워크 

대역폭(bandwidth)을 보장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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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 장 Adaptive Thread Queuing 알고리즘 
 

 

본 장에서는 임베디드 디바이스에서의 사용자 인증 모델의 전 처리 

지연 단축 알고리즘인 Adaptive Thread Queuing에 대해 상세하게 

설명한다. 구체적으로 제안하는 알고리즘을 구성하는 세 가지 핵심 

컴포넌트들과 핵심 알고리즘을 다룬다. 이 장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먼저 1절에서는 학습 데이터의 효율화를 위한 Enqueuer thread의 수행 

단위 함수의 전 처리 과정을 설명한다. 이어서 2절에서는 실제 

Adaptive Thread Queuing 알고리즘의 적용 시점과 해제 시점을 

결정하는 시점 결정기에 대해 상세히 설명한다. 마지막으로 3절에서는 

Adaptive Thread Queuing이 시작된 후, 정책에 따라 지속 여부를 

결정하는 방법 결정기에 대해 설명한다. 

 

 

 

제 1 절 Enqueuer Thread 수행 단위 함수 
 

 

Enqueuer Thread 수행 단위 함수는 본 연구의 목적인 딥러닝 

기반의 사용자 인식 모델의 학습 데이터 생성을 수행하는 과정이다. 

학습 데이터의 생성은 다음 두 가지 기능을 수행하여야 한다.  

 

첫 번째는 사용자 음성 데이터 증대(data augmentation)이다. 

사용자 등록 과정에서 음성 입력 처리기(Voice Input Handler)에서 

전달된 사용자 음성 입력의 희소 데이터는 딥러닝 학습 과정에서 사용자 

인식 모델의 과대 적합(over-fitting)을 방지하기 위하여, 다양한 

형태의 데이터로 증대시켜야 한다. 이를 위한 방법으로 데이터 증대 

관리자(Data Augmentation Manager)에서는 음의 높이(pitch), 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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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도(speed)를 변화시켜 본음의 특성은 유지하면서 다양한 데이터 

셋으로 증가한다. 음의 높이는 샘플링 레이트(sampling rate)를 

8kHz~16kHz 사이의 9단계의 샘플과 음의 속도는 0.5~2.0배 사이의 

16단계의 샘플 PCM 데이터를 생성한다. 

 

두 번째는 특징 추출(feature extraction) 기능이다. 특징 

추출기(Feature Extractor)는 증대된 데이터들을 읽어 MFCC의 특징 

데이터 형태(438x294x3)로 변경하며, 크기변경(resize)과 색 

저감(color distortion)을 통하여 차원 축소된(128x128x1) 형태로 

학습 데이터를 변형한다. 마지막으로 데이터의 다양성을 위해 

자르기(crop), 회전(rotation)을 랜덤하게 수행하여, Training Data 

Queue에 학습데이터를 쌓게 된다. 그림 14는 Enqueuer Thread의 전 

처리 과정에 의하여 학습 데이터의 생성 과정이다. 

 

 

그림 14. 희소 dataset을 이용한 학습 데이터 생성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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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절 Adaptive Thread Queuing 변경 시점의 결정 
 

 

Adaptive Thread Queuing 시점 결정기는 전 처리 과정에서 

발생하는 병목현상(bottleneck)과 시스템 자원의 오버헤드(overhead) 

두 가지 상황을 고려하여야 한다. 첫 번째로 전 처리 지연으로 인한 

병목현상(bottleneck)이 발생하는 경우는 다음과 같다. 사용자 정보에 

대한 학습이 이루어 지는 동시에 input pipeline 상의 Enqueuer 

thread는 앞 절에서 정의한 수행 단위함수에 따라 사용자 학습 

데이터의 생성을 시작한다. 학습 초기에 지정된 다수의 Enqueuer 

thread는 Training Data Queue에 en-queuing을 수행하고 Queue에 

batch 만큼의 buffer가 쌓이게 되면, Dequeuer thread는 batch data를 

가져와 딥러닝 프레임워크로 학습 데이터를 전달하여 GPU 

가속기에서의 학습이 이루어진다. 만약 이 과정에서 초기에 정의된 

Enqueuer thread의 수가 충분하지 않은 경우 GPU 가속기가 

지속적으로 학습을 수행할 수 있는 충분한 데이터를 생성하지 못하게 

되며, GPU 가속기는 Queue에 batch 데이터가 준비될 때까지 

대기(idle) 상태를 유지하게 된다. 이는 결과적으로 GPU의 utilization은 

낮아지게 되어 전체적인 학습 시간은 길어지게 된다. 

 

두 번째로, 시스템 자원의 오버헤드(overhead)가 발생하는 경우는 

다음과 같다. 앞서 설명한 상황과 같이 사용자 정보에 대한 학습이 

이루어지는 과정에서 초기에 정의된 Enqueuer thread의 수가 충분하여 

GPU 가속기가 지속적으로 학습을 수행할 만큼의 학습 데이터를 생성이 

되면, GPU 가속기는 학습의 과정에서 idle 상태 없이 지속적으로 

학습을 수행할 수 있다. 이는 Training Data Queue에 batch data가 

항상 가득 쌓여있는 상태를 의미하지만, 이것은 전체 시스템 자원의 

효율화 관점에서는 불필요한 Thread들이 존재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 

원인은 과도한 다중의 Thread로 인하여 빈번한 context switch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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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ue의 접근 경합 문제를 야기하게 되고, 이는 시스템의 Throughput 

감소와 응답 시간이 증가하게 되는 문제를 발생한다. 

 

이와 같이 전 처리 과정의 병목현상과 시스템 자원의 오버헤드가 

발생하는 것을 예측하는 방법으로는 GPU utilization을 런타임에 

주기적으로 확인하는 방법이 있다. 하지만, 이 방법은 적용 시스템의 

GPU 가속기 제약에 따라 얻을 수 있는 정보가 제한이 있을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응용 레벨의 범용성을 고려하여, Dequeuer 

thread의 동작 상태와 Training Data Queue의 잔여 batch buffer 양을 

바탕으로 GPU utilization을 추정한다. 본 학위논문은 GPU utilization과 

Training Data Queue의 잔여 batch buffer양은 비례한다고 가정하며, 

이는 뒤에서 실험을 통해 참 임을 보인다. 

 

두 가지 조건인 Dequeuer thread 동작 상태와 Queue 내의 잔여 

batch buffer 양은 비주기적, 주기적 시점에 확인한다. 우선 비주기적 

시점에 Dequeuer thread가 학습 데이터 부족으로 대기(Waiting) 

상태인 경우는 현재 병목현상으로 학습 지연 상태임을 즉시 판단한다. 

주기적으로는 Dequeuer thread가 de-queuing을 수행하는 시점에 

batch buffer의 수가 최소 임계 값 이하가 될 경우 미래에 병목현상으로 

인한 지연을 예측하여, Adaptive Queuing 증가를 위한 Enqueuer 

thread 수의 증가 시점으로 판단한다. 또한, Dequeuer thread가 de-

queuing을 수행하는 시점에, batch buffer의 수가 최대 임계 값 이상이 

될 경우 증가한 다중 thread들에 의하여 시스템 자원의 오버헤드가 

발생할 것을 예측하여, Adaptive Queuing 감소를 위한 Enqueuer 

thread의 수의 감소 시점으로 판단한다. Batch buffer의 수가 최소 임계 

값과 최대 임계 값 사이에 존재 할 때는, Adaptive Thread Queuing을 

수행하지 않고 현재의 Enqueuer thread 수를 유지하여, Queuing의 

수준을 고정한다. 이유는 해당 상태가 input pipeline을 통한 모델 학습 

과정에서 지연이 발생하지 않는 최적의 상태를 의미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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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모델 학습 과정의 bottleneck과 overhead 예측 조건 

 

 

 

제 3 절 Adaptive Thread Queuing 변경 방법 결정 
 

 

Adaptive Thread Queuing 방법은 Adaptive Queuing 정책을 

기반으로 Thread의 변화량과 알고리즘 해제 시점을 결정한다. 앞 

절에서 설명한 Adaptive Thread Queuing 시점 결정기에서 전달받은 전 

처리 지연으로 인한 병목현상과 시스템 자원의 오버헤드를 예측한 

시점에 따라 알고리즘 정책을 수행한다. 우선 사용자 모델 학습이 

시작될 때, 높은 우선순위를 고려하여, Enqueuer thread의 수를 

최대치로 증가 시킨다. 이는 학습을 위한 사용자 데이터가 실시간으로 

입력되기에, 최초의 학습 batch data가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최대한 

빠르게 초기 학습 데이터를 생성하여야 하기 때문이다. 이후 Queue내의 

batch buffer 양이 최대 임계 값을 넘어서게 되면, 시점 결정기에서 

시스템의 오버헤드가 발생할 것을 알리게 된다. 방법 결정기는 

Enqueuer thread의 수를 줄여서 en-queuing level을 낮추게 된다. 이 

상태에서 학습이 지속될 경우 Queue 내의 잔여 batch buffer양이 최소 

임계 값 이하로 내려가는 경우가 발생한다면, 시점 결정기에서 전 처리 

지연이 발생할 것을 알리게 되고 방법 결정기는 Enqueuer thread의 

수를 증가시켜 en-queuing level을 다시 증가 시킨다. 학습이 종료될 

때까지 해당 정책은 반복하게 되며, batch buffer의 양이 최대 임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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값과 최소 임계 값 사이에 존재할 때는 Adaptive Thread Queuing을 

사용하지 않고 현재의 Thread 수를 유지한다. 결과적으로는 CPU 

자원을 효율적으로 사용하면서 GPU의 utilization을 최대로 유지할 수 

있는 최적의 Enqueuer thread 상태를 유지하게 된다. 

 

그림 15는 Adaptive Thread Queuing 알고리즘의 의사 코드를 

보여준다. 이 알고리즘은 Dequeuer thread의 상태와 잔여 Batch buffer 

개수를 입력으로 받는다. 그리고 이 두 가지 입력을 바탕으로 전 처리 

과정에서 다중 Thread로 인하여 발생하는 병목현상과 시스템 

오버헤드를 예측한다. 그 결과를 바탕으로 Adaptive Thread Queuing을 

수행한다. 

 

 

그림 15. Adaptive Thread Queuing 알고리즘 의사코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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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6. Adaptive Thread Queuing 알고리즘의 적용 예시 

 

그림 16은 Adaptive Thread Queuing 알고리즘의 동작을 예시로 

도식화하였다. 먼저 예시에 적용된 파라미터에 대하여 설명한다. 그림은 

시간에 따른 batch buffer의 양을 표현하였으며, 총 100개의 batch 

data를 저장할 수 있는 Queue를 정의하고 전체 Queue 크기의 80%와 

20% 지점을 각각 최대 임계 값과 최소 임계 값으로 선정하였다. 임계 

값의 기준은 실험적으로 병목현상과 시스템 오버헤드가 발생하지 않는 

범위로 선정하였다. 그리고 Enqueuer thread의 수의 변화에 따른 en-

queuing 수준을 단위 시간당 4 / 16 / 32의 buffer를 쌓을 수 있는 

레벨로 구분한다. 실제 구현에서는 Thread 수의 변화 수준으로 

구현된다. Dequeuer Thread는 학습의 시작(initial)과 동시에 Queue에 

잔여 batch buffer가 존재한다면 de-queuing을 수행하며 batch 

buffer가 부족하다면 대기한다. 수행 주기는 기준 시간 Dequeue 

interval 4 간격이며 한 번에 가져가는 batch의 양은 30개이다.  

 

다음으로 동작 과정에 대하여 상세히 설명한다. 앞서 설명한 바와 

같이 학습이 시작과 동시에 Dequeuer thread는 대기 상태가 되며, 

Queuing 정책에 의해 en-queuing을 32의 수준으로 변경한다. Batch 

buffer의 잔여량은 빠른 속도로 증가하며, 최대 임계 값 이상의 수준이 

되는 기준 시간 4시점에 en-queuing 4의 수준으로 낮춘다. 이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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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시에 Dequeuer thread에서는 주기 시간에 따라 de-queuing을 

동시에 수행하며 학습을 위한 데이터를 지속적으로 딥러닝 프레임워크로 

전달한다. 이때 낮아진 en-queuing 수준에 의해 점차적으로 잔여 

버퍼량이 줄어들게 되고, 기준 시간 18시점에 최소 임계 값 이하로 

잔여 버퍼량이 남게 된다. 이때 Queuing 정책 결정기는 en-queuing 

수준을 16의 수준으로 변경하여 학습에 필요한 데이터 생성의 속도를 

증가시킨다. 다음과 같은 과정을 반복하며 정책에 의하여 Thread의 

변화량과 알고리즘 해제 시점을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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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5 장 구현과 실험적 평가 
 

 

본 장에서는 Adaptive Thread Queuing 알고리즘을 실제 응용 

레벨로 구현하고 시스템에서 그 유용성을 실험적으로 평가한 결과에 

관해 설명한다. 본 장은 다음과 같이 세 개의 절로 구성된다. 먼저 

1절에서는 제안된 알고리즘의 핵심 컴포넌트들의 구현상의 특이점을 

기술한다. 2절에서는 알고리즘의 유용성을 평가를 위한 실험 설정을 

자세히 설명한다. 마지막으로 3절에서는 제안된 알고리즘을 적용함으로 

얻은 시스템 자원 사용현황과 end-to-end latency에 대한 실험 결과를 

기술한다. 

 

 

제 1 절 Adaptive Thread Queuing 알고리즘의 구현 
 

 

본 절에서는 제안된 알고리즘을 구성하는 컴포넌트들의 실제 구현에 

관해 설명한다. 구체적으로 세 가지 컴포넌트들과 이들을 지원하는 음성 

입력 조절기에 관해 설명한다. 본 연구에서는 이들 컴포넌트들을 

NVIDIA사(社)의 GeForce 940MX GPU와, Intel사(社)의 i5-6200U 

CPU 기반, 시스템과 운영체제로는 Ububtu16.04 위에서 구현하였다. 

제안된 알고리즘을 구성하는 각각의 컴포넌트 구현에 대해 상세히 

설명한다.  

 

 

 음성 입력 처리기(Voice Input Handler)의 구현 

 

앞서 설명한 바와 같이 음성 입력 처리기는 학습(Training)과 

예측(Inference)과정에서 마이크(MIC) I/O 디바이스로부터 전달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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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CM 데이터에 대하여 Voice Activate Detection을 수행한다. 이를 

위하여 PortAudio 라이브러리를 사용하였다. PortAudio는 마이크 I/O 

디바이스와의 콜백 인터페이스(callback interface)와 real-time API를 

지원하기 때문이다. 사용자 키워드 음성이 입력되면 등록된 

콜백(callback) 함수를 통하여 PCM 프레임 데이터가 전달된다. 이 

프레임 데이터의 평균 진폭(Amplitude)을 계산한 값이 임계 치(50%) 

이상으로 확인되면, 입력된 데이터가 유의미한 데이터로 판단하여 학습 

및 예측을 위한 다음 단계로 데이터를 전달한다. 

 

사용자 등록을 위한 모델 학습 과정인 경우, 데이터 증대 

관리자(Data Augmentation Manager)로 전달한다. 데이터 증대 

관리자는 앞 장에 설명한 방법으로 다양한 데이터 셋을 생성한다. 이후, 

특징 추출기(Feature Extractor)를 통해 Enqueuer thread에 의하여 

학습을 위한 Queuing을 수행한다. 

 

사용자 예측 과정인 경우, 입력된 사용자 음성 키워드 데이터를 

특징 추출기(Feature Extractor)로 바로 전달한다. 특징 추출기 에서는 

PCM 형태의 데이터를 MFCC의 사용자 특징 맵(feature map)으로 

변환하여 사용자 인식 모델의 예측을 수행한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등록된 사용자로 판단된 경우, 음성 입력 처리기는 사용자 자연어 음성 

명령을 받기 위한 모드로 변경하며 새롭게 입력되는 자연어 음성 명령의 

스트림 PCM 데이터를 음성 명령 서비스로 전달한다. 음성 명령 

서비스는 전달 받은 PCM 데이터를 클라우드에 전달하여 사용자 명령의 

의미 파악과 명령을 수행하며 최종 서비스를 제공한다. 만약 등록된 

사용자로 판단되지 않은 경우, 경고음과 함께 사용자 음성 키워드를 

입력 받기 위한 모드에서 대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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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nqueuer Thread 수행 단위 함수의 구현 

 

Enqueuer Thread의 수행 단위 함수는 데이터 증대 관리자(Data 

Augmentation Manager)와 특징 추출기(Feature Extractor)가 

구현된다.  두 가지 주요 기능을 구현하기 위하여 다음 라이브러리를 

사용하였다. 현재 음성 인식 스피커의 미디어 프레임워크인 

gstreamer④의 플러그인(plug-in)으로 FFmpeg⑤ 라이브러리 사용하여 

특정 오디오 코덱에 대하여 디코딩을 수행한다. FFmpeg은 디코딩뿐만 

아니라, 오디오 데이터에 대한 리샘플링(re-sampling)과 MFCC로의 

변환 기능을 지원한다. FFmpeg을 이용하여 데이터 증대 관리자에서 

수행하고자 하는 음의 높이(pitch), 음의 속도(speed)를 변화시켜 

본음의 특성은 유지하면서 다양한 데이터 셋으로 증대 시킨다. 음의 

높이는 sampling rate를 8kHz~16kHz 사이의 9단계의 샘플과 음의 

속도는 0.5~2.0배 사이의 16단계의 샘플 PCM 데이터를 생성한다. 

 

다음으로 특징 추출 기능을 위한, 특징 추출기(Feature 

Extractor)는 데이터 증대 관리자를 통하여 증대된 데이터들을 

불규칙(random)하게 읽어 MFCC의 특징 데이터 형태(438x294x3)로 

변경하고, 크기변경(resize)과 색 저감(color distortion)을 통하여 차원 

축소된(128x128x1) 최종 형태로 학습 데이터를 생성한다. 마지막으로 

데이터의 다양성을 위해 최종 이미지를 자르기(crop)와 

회전(rotation)을 불규칙(random)하게 수행하여, Training Data 

Queue에 학습을 위한 데이터를 쌓게 된다. 앞서 설명한 일련의 이미지 

변환 과정 또한 FFmpeg 라이브러리를 사용하여 구현하였다. 

 

 

 

                                            
④ 임베디드 시스템에서 파이프라인 기반의 멀티미디어 프레임워크이다. plug-in 

구조화되어 다양한 라이브러리를 통합 사용 
⑤ 영상과 음성 데이터를 다양한 형태로의 기록과 변환을 지원하는 라이브러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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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daptive Thread Queuing 시점 예측기 

 

Adaptive Thread Queuing 시점 예측기의 핵심 모듈은 input 

pipeline 상의 Queue를 구현하는 것이다. 이를 위한 딥러닝 

프레임워크에서 제공하는 FIFOQueue를 사용하였다. 그 이유는 해당 

Queue는 다중 Thread에 의한 경합 과정에서 Thread-safe를 

보장하며, 딥러닝 학습 데이터의 enqueue, dequeue operation을 

제공한다. 또한, 다양한 Queue의 상태정보를 제공하여 Adaptive 

Thread Queuing의 수행 시점을 예측하기 위한 batch buffer의 

잔여량을 확인할 수 있다[26]. 

 

Adaptive Thread Queuing의 시점을 결정하는 두 가지 조건에 대한 

구현은 다음과 같다. 우선, 전체 Queue의 크기 대비 batch buffer의 

양이 80%인 수준을 최대 임계 값으로 batch buffer의 양이 20%인 

수준을 최소 임계 값으로 정의하여, 전 처리 지연에 의한 병목현상과 

시스템 자원의 오버헤드를 예측하는 기준으로 사용하였다. 이는 nvidia-

smi 명령을 사용하여 실제의 GPU utilization과 비교하며, 최적의 임계 

값의 범위를 실험적으로 정의하였다. 다음으로 잔여 batch buffer 양에 

따른 Dequeuer thread의 operation 상태를 바탕으로 대기(waiting)와 

데이터 가져오기(de-queuing)의 상태로 정의하고 동작 상태를 

업데이트한다. 

 

학습 과정에서 Queue 내의 데이터를 random shuffle은 적용하지 

않았다. 그 이유는 en-queuing 과정에서 각 epoch 당 증대된 데이터 

셋을 불규칙하게 읽어 들이고, 다중 thread의 동시 동작으로 queuing 

순서는 무작위로 쌓이게 된다. 이것은 학습 데이터의 shuffle과 같은 

효과를 나타내기 때문이다. 또한, Queue 동작 중 오류가 발생할 경우, 

이미 생성된 Thread들의 종료와 main thread와의 join()을 수행하도록 

예외상황에 대한 처리를 대응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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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daptive Thread Queuing 방법 결정기 

 

Adaptive Thread Queuing 방법 결정기 구현을 위한 핵심 모듈은 

동적으로 Thread의 변화시키기 위하여 Thread 관리자를 명확히 

구현하여야 한다. 잘못된 Thread 관리는 자칫 시스템 내의 좀비 

Thread를 발생시켜 시스템의 잠재 이슈의 원인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Tensorflow 딥러닝 프레임워크에는 다중 Thread 생성을 위한 

QueueRunner와 다중 Thread를 조절하기 위한 Coordinator를 

제공한다. 하지만 QueueRunner 클래스는 초기에 선정된 Thread의 

수를 기준으로 학습 시작에서부터 종료 시까지 고정된 수의 Thread로 

동작을 수행한다. 또한 Coordinator 클래스는 QueueRunner에 의하여 

생성된 다중 Thread를 모두 동시에 시작과 종료를 위한 operation만을 

지원하기 때문에, 본 연구에서 하고자 하는 동적으로 Thread 수의 

조정하고 특정 Thread에 대한 선택적 시작과 종료를 지원하지 못한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기존의 Threading 클래스를 상속받아 

개별 stop_event를 받을 수 있도록 Event를 추가한 AdaptiveThread 

클래스를 새롭게 정의하였다. 초기에 선정된 Adaptive Thread의 수에 

따라 초기 Adaptive Thread를 생성하고, 각 생성된 Thread객체는 

adaptiveThreadsList 리스트 변수에 추가한다. Adaptive Thread 

Queuing 시점 결정기에 의하여 Adaptive Thread의 수의 증가가 

필요한 경우, AdaptiveThread 객체를 정책에 의하여 일정 수의 

Thread를 추가로 생성하여 adaptiveThreadsList 리스트에 지속 

추가한다. 

 

Adaptive Thread Queuing 시점 결정기에 의하여 Adaptive 

Thread를 감소가 필요한 경우는, 정책에 의하여 일정 수의 Thread를 

adaptiveThreadsList에서 pop() 명령을 수행하여 기 생성된 Adaptive 

Thread 객체를 가져와 순차적으로 join() 명령을 수행한다. jo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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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수가 호출되었을 경우, stop_event를 발생하여, 해당하는 Enqueuer 

thread 객체의 단위 함수의 수행을 마무리한다. AdaptiveThread의 

단위 함수는 종료와 함께, main thread와 join()되어 thread의 생명 

주기를 종료한다. 

 

마지막으로 Adaptive Thread Queuing을 위한 Thread 수의 변화 

정도에 대한 정책의 정의는, 초기의 Thread 수는 초기 GPU 가속기의 

idle 상태를 고려하여, 해당 시스템의 CPU core 수의 2배의 수로 

초기화한다. 전 처리 과정을 통하여, 학습데이터의 생성이 빠른 속도로 

Queue에 쌓이게 되고 Queue 내의 batch buffer 데이터가 최대 임계 

값을 넘어서는 순간 Adaptive Thread의 수를 하나씩 종료 시킨다. 학습 

과정을 지속할 경우 감소한 Enqueuer thread에 의하여 Queue 내의 

batch buffer 데이터가 최소 임계 값에 이르렀을 경우 Adaptive 

Thread의 수를 하나씩 생성 시킨다. Batch buffer의 잔여 량이 최대 

임계 값과 최소 임계 사이를 유지하는 경우, Adaptive Thread Queuing 

을 종료하며, 현재의 Enqueuer thread의 수를 유지한다. 

 

 

 

제 2 절 실험 설정 
 

 

본 절에서는 제안된 알고리즘의 유용성을 검증하기 위한 실험들의 

설정에 관해 설명한다. 본 연구에서 제안하는 알고리즘을 구현하고 실제 

그 성능을 평가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환경에서 평가하였다. CPU에서의 

전 처리와 GPU 가속기의 학습 과정에서의 전 처리 지연에 의한 GPU 

utilization 감소를 확인하기 위하여, NVIDIA사(社)의 GeForce 940MX 

GPU와, Intel사(社)의 i5-6200U CPU를 사용하여 검증하였다. 사전 

학습된 CNN 모델 기반의 사용자 인식 모델의 학습을 Input pipeli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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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에서 하기 위하여 Tensorflow 1.6.0 이용하였고, 마이크 I/O 

디바이스의 입력을 처리하기 위하여 PortAudio를 바인딩(binding) 한 

PyAudio 0.2.11 버전, data augmentation과 feature extraction을 

위하여 FFmpeg 2.8.15 을 사용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크게 세 가지 실험을 수행했다. 먼저 첫 번째 실험은 

Queue 내의 잔여 batch buffer 양과 GPU utilization의 상관관계를 

도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는 4장 2절에서 제시한 잔여 batch 

buffer 양이 GPU utilization과 비례한다는 가정이 참인 것을 확인하기 

위해서다. 이어서 제안하는 알고리즘에 의한 사용자 인식 모델의 학습 

성능 향상 정도를 평가하기 위한 실험을 수행하였다. 이를 평가하기 

위한 척도로 시스템의 리소스 사용현황과 전체 학습 과정의 end-to-

end 학습 시간을 사용하였다. 마지막으로 이러한 학습 과정을 통하여 

실제 사용자 인식모델의 학습 진행에 따른 epoch 당 accuracy와 

loss에 대하여 평가하였다. 

 

 

 

제 3 절 실험결과 및 평가 
 

 

본 절에서는 앞 절에서 설명한 실험들의 결과에 대해서 순서대로 

설명한다. 이어서 실험 결과를 분석하여 제안된 알고리즘의 유용성을 

평가한다. 

 

 실험 1: 전 처리 지연이 시스템에 미치는 영향 분석 

 

이 실험의 목적은 제안된 알고리즘에서 선정된 Metric에 대하여 

검증을 목적으로 한다. Queue 내의 잔여 batch buffer 양과 GP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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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tilization의 상관관계를 도출하였다. 실험 환경은 4개의 고정된 

Enqueuer Thread를 이용하여 총 100개의 batch 데이터를 쌓을 수 

있는 Queue를 설정한다. Enqueue 수행을 위한 단위 함수에 전 처리 

지연의 상황을 가정한 지연 시간의 조건을 주고 en-queuing을 

수행한다. Dequeuer Thread는 batch data 생성에 따라 지속해서 de-

queuing을 수행하면서 GPU에 학습을 위한 데이터를 로딩한다. 이때, 

실제 GPU 가속기의 utilization을 측정하였다. 

 

 

그림 17. 잔여 Batch buffer양과 GPU utilization 상관관계 

 

그림 17의 실험 결과에 따라, Enqueue 수행을 위한 단위함수 

내에서 지연 시간이 증가할수록 Queue 내의 잔여 batch buffer 양은 

줄어들고, 이에 따라 GPU 가속기의 학습 과정에서 데이터를 기다리는 

대기 상태가 증가하게 된다. 이 실험 결과를 바탕으로 Queue 내의 잔여 

batch buffer 양은 GPU utilization과 비례관계라는 가정이 참임을 

확인하였고, 본 연구의 핵심 알고리즘을 위한 metric으로 Queue 내에 

존재하는 batch buffer 양을 알고리즘을 수행하기 위한 조건으로 

활용함이 의미가 있음을 확인하였다. 

수행한 실험의 결과를 GPU utilization과 학습 과정의 end-to-e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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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시간의 관점으로 그림 18과 같이 표현하였다. 결과적으로 GPU 

utilization 하락은 전체 학습 시간의 지연을 초래하였고, 임베디드 

시스템과 같은 환경에서 실시간으로 학습데이터를 생성하여야 하는 

환경에서, 전 처리 지연이 사용자 인식 모델의 전체 학습 기간을 길어 

지게하고 사용자 응답성이 떨어지는 문제점을 확인하였다. 

 

 

그림 18. GPU utilization과 학습시간 상관관계 

 

 

 실험 2: 전 처리 지연 상황에서 Enqueuer Thread 증가의 효과 

 

이 실험의 목적은 본 연구에서 제안하는 Adaptive Thread Queuing 

알고리즘이 지연 상황에서 어떠한 효과를 나타내는지를 확인하는 것이다. 

실험 환경은 실험 1의 지연 시간이 0.1초인 조건을 기준으로 

선정하였다. 실험 1의 결과와 같이 Enqueuer Thread의 수가 4개인 

상태에서 0.1초의 지연 시간은 GPU utilization을 12%까지 낮아지게 

하여 전체 학습 시간이 길어짐을 확인하였다. 

 

이러한 상황에서 그림 19와 같이 조작 변인으로 Enqueu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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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read의 수를 증가시켰다. en-queuing을 수행하는 Thread의 증가로 

전 처리 과정의 병목현상이 줄어들게 되어 점차 GPU utilization이 

증가함을 확인할 수 있다. 그 결과 전체 학습 시간이 단축되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하게 봐야 할 부분은 CPU usage 변화 추이이다. 

Enqueuer thread의 수행이 CPU에서 전적으로 이루어짐에 따라, CPU 

usage 값이 가파르게 증가함을 볼 수 있다. 이것은 앞서 설명한 것과 

같이 전 처리 지연으로 발생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Enqueuer 

thread의 수를 제한 없이 늘리는 것은, 과도한 context switch 과 

Queue 접근에 대한 경합 문제를 발생시켜 시스템 자원의 오버헤드로 

발생하며, Thread 수 16과 32의 비교에서 보는 것과 어느 수준을 넘게 

되면 실제적인 학습 기간 단축의 효과는 미비한 것으로 확인할 수 있다. 

 

 

그림 19. 전 처리 지연 상황에서 Enqueuer Thread 변화에 따른 영향 

 

 

 

 

 

 



 

 51 

 실험 3: 제안된 Adaptive Thread Queuing 알고리즘의 효과 측정 

 

이 실험의 목적은 실험 2의 결과에서 확인한 것과 같이, 전 처리 

지연의 상황에서 Enqueuer thread의 증가로 병목현상을 완화하여 전체 

학습 시간의 단축 효과를 이룰 수 있지만, 과도한 Enqueuer thread의 

사용은 시스템 자원의 오버헤드를 야기하여 시스템 효율을 떨어뜨리게 

된다. 이것은 본 연구에서 해결하고자 하는 문제 상황이며 제안된 

Adaptive Thread Queuing 알고리즘의 효과를 측정한다. 

 

실험 환경은 본 연구의 목적인 사용자 인식 모델의 실제 학습 

과정이다. 그림 20은 학습을 수행하는 동안의 Queue내의 batch 

buffer의 변화량의 추이를 도식화하였다. 이것으로 제안된 알고리즘의 

동작 과정을 실제 실험을 통하여 확인 하였다. 비교를 위하여 전체 학습 

과정을 제안된 알고리즘을 사용하지 않고, 고정된 Thread 수 4/6/8개를 

이용하여 학습을 수행하였다. 

 

 

그림 20. 제안 알고리즘의 학습 중 Batch buffer 변화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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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결과, 고정된 4/6개의 Enqueuer Thread를 이용해서는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결국 병목현상이 발생하여, GPU utilization이 낮아 질 

것을 예측할 수 있다. 고정된 8개의 Enqueuer Thread를 이용해서는 

batch buffer의 양이 항상 가득 쌓여있는 상태가 확인 되며, 이는 

시스템 자원의 오버헤드가 발생할 수 있음을 예측할 수 있다. 반면 

Adaptive Thread Queuing 알고리즘을 적용한 결과는 전체 Queue의 

최대 임계 값과 최소 임계 값 사이에서 batch buffer량이 변화되며 

학습이 수행됨을 확인 할 수 있다. 

 

 

그림 21. 시스템 자원 사용률과 학습 시간 개선 효과 

 

그림 21은 실험3의 각 비교 군에 대하여 시스템 자원의 사용 

상태와 end-to-end 학습 시간의 관점에서 표현하였다. 앞서 예상한 

것과 같이 Thread_4와 Thread_6의 경우, 전 처리 지연으로 인한 GPU 

utilization은 50% 이하 수준을 유지하여 전체 학습 시간의 지연이 

발생하였다. Thread_8의 경우 GPU utilization이 적은 수의 Thread를 

사용한 것보다 88% 수준으로 높아져 전체 학습 시간의 단축효과를 

보았지만, CPU usage 측면에서는 137% 수준까지 증가하여 시스템 

자원의 오버헤드가 발생함을 알 수 있다. 반면, 제안된 알고리즘의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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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목현상이 발생하는 Thread_6 대비 CPU 자원은 8.1%를 더 

사용하였지만, GPU utilization은 38.3% 증가하였고 학습 시간은 

38.1% 단축하였다. 

 

이는 CPU 자원을 효율적으로 사용하면서 전체 학습 시간을 

단축하는 효과적인 방법임을 보여준다. 시스템 오버헤드가 발생하는 

Thread_8 대비 CPU 자원은 18.9% 낮게 사용하면서 GPU 

utilization은 3.5% 증가하였다. 이러한 효과로, 전체 학습 시간은 

Thread_8대비 약 4.2%의 개선효과를 확인하였다. 

 

 

표 2. 고정 Thread 대비 제안 알고리즘의 성능 개선율 

 

 

 

 실험 3: 사용자 인식 모델 학습과 평가 

 

이 실험의 목적은 이번 프로젝트의 최종 결과물인 사용자 인식 

모델의 학습 과정에서 학습 데이터와 검증 데이터에 대한 epoch 당 

loss 값과 accuracy 값을 그래프로 표현하였다. 실험 환경으로, 학습 

데이터 셋은 데이터 증대 관리자를 통해 증대된 데이터 셋과, 학습의 

negative 데이터를 전체 학습데이터로 사용하였으며, 전체 학습데이터를 

80:20의 비율로 학습(training) 데이터와 검증(validation) 데이터로 

나누어 학습을 수행하였다. 사용자 인식 모델 학습의 효율성을 위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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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N 기반의 pre-trained된 모델을 기반으로 최종 분류기 네트워크 

(classification network)만을 학습하는 Transfer Learning 학습 

기법을 적용하였다. 그 결과, 5 epoch 시점에 약 95%의 정확도로 

빠르게 모델이 최적화 되었으며, 25 epoch 시점에는 99%의 정확도를 

확인하였다. 

 

그림 22. Training and Validation dataset loss 

 

 

그림 23. Training and Validation dataset accura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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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6 장 결  론 
 

 

본 논문은 음성인식 스피커에서의 사용자 인식 모델 학습 과정의 전 

처리 지연 단축을 위한 Adaptive Thread Queuing 알고리즘을 

제안하였다. 제안된 알고리즘은 학습 과정의 효율화를 위한 음성 활성 

감지(Voice Activate Detection), 데이터 증대(Data Augmentation), 

특징 추출(Feature Extraction)을 수행하는 전 처리 과정을 Enqueuer 

Thread 수행단위 함수로 정의하였다. 이 전 처리 과정에서 Enqueuer 

thread의 latency에 의한 input pipeline의 병목현상과 시스템 

오버헤드를 예측한다. 예측 방법은 수행 중인 Dequeuer Thread의 수행 

상태와 Training Data Queue 내의 잔여 batch buffer를 확인하였으며, 

실험을 통해 batch buffer양과 학습 과정에서의 GPU utilization은 

비례관계임을 확인하였다. 이러한 병목현상과 시스템 오버헤드의 예측에 

따른 주기적/비주기적 시점에 Enqueuer Thread의 수를 동적으로 

변경하였다. 그 결과 CPU자원의 효율적 사용과 함께 GPU utilization을 

최대로 유지됨을 확인하였고, 병목현상이 발생하는 고정 Thread_6 대비 

CPU 자원은 8.1%를 더 사용하였지만, GPU utilization은 38.3% 

증가하여, 학습 시간을 효과적으로 단축할 수 있었다. 또한, 시스템 

오버헤드가 발생하는 고정 Thread_8 대비 CPU자원은 18.9% 낮게 

사용하면서 GPU utilization은 3.5% 증가하였다. 그뿐만 아니라, 

Transfer Learning 기법 적용으로 5epoch 시점에 약 95%의 정확도로 

빠르게 모델이 최적화되었으며, 25epoch 시점에 99%의 정확도를 

확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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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lgorithm 
 

Dongho Ro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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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ith the development of deep learning and cloud computing 

technology, the technology to understand the meaning of human 

natural language has developed, and the speech recognition speaker 

market which provides various services by recognizing voice 

commands of users is growing. The user should firstly input a 

keyword defined in the device in order to perform a natural 

language command on the speech recognition speaker, and this is 

called keyword spotting technology. This technology is applied to 

most voice recognition devices because it can reduce standby 

power consumption of voice recognition speakers and 

communication with cloud for natural language processing. After 

recognizing a specific keyword, various services such as music 

appreciation, search, home control, and shopping are provided. 

 

Currently, keyword recognition technology is mainly used to 

increase the recognition rate of the keyword, and it is applied t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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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ducts showing high performance in various noise environments. 

However, since a single user account is registered in a voice 

recognition speaker and is used as a family device, other users can 

easily access personal data and information only by recognizing a 

keyword, thereby causing a problem of security vulnerability. This 

is pointed out as a problem in expanding services such as shopping 

and finance based on personal information. Speaker Recognition 

technology is required for personal information protection and 

personalization service of these speech recognition speakers. 

 

Recently, hardware and software technologies have been 

developed for the optimization of deep learning operations in 

embedded devices. With the development of these technologies, 

device-based user recognition systems are model training directly 

in a device that supports GPU accelerators, and inference is made 

using the completed model. This can minimize the latency of user 

authentication by eliminating the restriction due to external network 

connection. However, there are limits to the limited system 

resources of the embedded system and the scarcity of data for 

model training. To solve these limitations, this thesis proposes a 

transfer learning method for optimizing the deep learning model, a 

data input pipeline, which is a data parallelization technique of the 

GPU that performs preprocessing CPU and model training, We have 

tried to shorten the total training time when device-based user 

recognition model. 

 

In designing the data input pipeline structure of the deep 

learning training, the number of multiple threads performing the 

preprocessing process should be defined. However, it is impossible 

to predict how many threads should be defined because end-to-

end latency analysis of deep learning based user awareness mod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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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ining is practically impossible. If the preprocessing process is 

performed with too few threads, a bottleneck occurs in the delivery 

of the data set for GPU training, which increases the idle state of 

the GPU accelerator. This lowers the GPU utilization, which in turn 

increases the overall training time. On the other hand, if too many 

threads are selected for preprocessing, the preprocessing process 

proceeds quickly and delivers sufficient data for GPU training. 

However, because of frequent context switching due to excessive 

multithreading and synchronization contention to the Training Data 

Queue those causes overhead of system resources, which causes 

training delay problem of GPU accelerator. 

 

In this thesis, we propose an Adaptive Thread Queuing 

algorithm to solve the presented problems. This algorithm predicts 

bottleneck and system overhead to occur at runtime based on GPU 

utilization prediction information of training process in order to 

maintain optimal training speed while efficiently managing limited 

system resources. To reduce the delay of training process due to 

bottleneck and system overhead. Experimental results show that 

GPU utilization for model training is maximized while CPU 

resources are used efficiently in the training process. As a result, 

the proposed Adaptive Thread Queuing algorithm improves the 

overall training speed of the model while improving the problem of 

delay that can occur in the preprocessing process, compared to a 

fixed number of multi - thread training methods. 

 

Keywords : Deep learning; Speaker recognition; Keyword spotting; 

Pre-processing latency; Data input pipeline; 

Student Number : 2017-24118 


	제 1 장 서   론
	제 1 절 연구 동기
	제 2 절 연구 내용
	제 3 절 논문 구성

	제 2 장 배경 지식과 관련 연구
	제 1 절 사용자 인식 기술(Speaker Recognition)
	제 2 절 전 처리 과정(Pre-processing)
	제 3 절 딥러닝 모델과 학습 구조(Input pipeline)
	제 4 절 관련 연구

	제 3 장 문제 설명과 해결방안 개관
	제 1 절 시스템 모델
	제 2 절 문제 설명
	제 3 절 해결 방안 개관

	제 4 장 Adaptive Thread Queuing 알고리즘
	제 1 절 Enqueuer Thread 수행단위 함수
	제 2 절 Adaptive Thread Queuing 변경 시점 결정
	제 3 절 Adaptive Thread Queuing 변경 방법 결정

	제 5 장 구현과 실험적 평가
	제 1 절 Adaptive Thread Queuing 알고리즘의 구현
	제 2 절 실험 설정
	제 3 절 실험결과 및 평가

	제 6 장 결   론
	참고문헌
	Abstract


<startpage>9
제 1 장 서   론 1
 제 1 절 연구 동기 4
 제 2 절 연구 내용 6
 제 3 절 논문 구성 8
제 2 장 배경 지식과 관련 연구 9
 제 1 절 사용자 인식 기술(Speaker Recognition) 9
 제 2 절 전 처리 과정(Pre-processing) 12
 제 3 절 딥러닝 모델과 학습 구조(Input pipeline) 14
 제 4 절 관련 연구 17
제 3 장 문제 설명과 해결방안 개관 20
 제 1 절 시스템 모델 20
 제 2 절 문제 설명 25
 제 3 절 해결 방안 개관 29
제 4 장 Adaptive Thread Queuing 알고리즘 33
 제 1 절 Enqueuer Thread 수행단위 함수 33
 제 2 절 Adaptive Thread Queuing 변경 시점 결정 35
 제 3 절 Adaptive Thread Queuing 변경 방법 결정 37
제 5 장 구현과 실험적 평가 41
 제 1 절 Adaptive Thread Queuing 알고리즘의 구현 41
 제 2 절 실험 설정 46
 제 3 절 실험결과 및 평가 47
제 6 장 결   론 55
참고문헌 56
Abstract 59
</body>

